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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의 내용은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TFT의 내부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추가정보 및 피드백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는 보고서의 PDF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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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한국공항공사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경영실적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일본 대지진 발생의 위기와 더불

어 육상교통망 확충에 따른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도, 전 임직원이 함께 지

속성장을 위해 노력하여 지속적인 항공여객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공기업 

중 최소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정착으로 종합청렴

도 최우수기관 3연패를 달성하였으며, 원칙에 근거한 노사화합을 실현하

여 고용노동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09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

우수 성적인 S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공사의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책

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영방침, 변화와 도전을 통한 글로벌 경영

한국공항공사는 단기적으로는 역량기반 중심으로 공항사업영역을 확대

하고, 2020년까지 ‘Biz&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비전 2020을 달성하기 위해 2011년은 경영방침을 통해 명

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 임직원이 새로운 경영방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공사의 경영방침은 ‘변화와 도전을 통한 글로벌 경영’입니다. 지속적인 혁신

으로 창의적인 공항문화와 새로운 기업가치를 창조하고, 해외시장의 도전

적 개척을 통한 글로벌 경영을 실현하려는 공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효율적 공항운영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32년간의 공항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외공항 건

설·운영·컨설팅 등을 통한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여 진취적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콜롬비아 북동부 6개 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 및 항행안전장비 

해외 수출을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로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항공수익을 증대하여 2011

년 매출액 5,865억 원, 순이익률 88.22%로 최고의 재무성과를 달성하였

으며, 7년 연속 흑자경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공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세워 공항 이용객 수가 최초로 5,000

만 명을 돌파하였고, 김포~베이징, 김포~쑹산 등 동북아시아 간의 노선

의 운항을 시작하여 한-중-일-대만의 1일 생활권이 실현되는 뜻 깊은 성

과를 이뤘습니다.

환경적 성과-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 기반 마련

한국공항공사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저탄소 녹색공항구축을 전략목표로 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김

포공항이 전 세계 단일공항 중 두 번째로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인증을 취득하여, 김포공항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여 2011년 

373개의 상주기관 및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산림을 조성하여 온실

가스를 흡수하는 탄소중립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과-공항운영의 공익가치 강화

한국공항공사는 고객중심적인 공항운영과 서비스 혁신으로공기업 고객만

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국제공항협회(aCi)

가 주관하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2년 연속 동규모 공항 1위

를 차지하여 국내·외에서 공항운영 능력을 공인받았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전 임직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협력업체 종사원의 노력이 더해져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

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상주기관 및 항공사, 협력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공항운영 

전반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고객의 Biz&Life를 고려하여 새로운 공항운영 패

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자연환경 속에서 쇼핑과 휴식을 동

시에 즐길 수 있는 스카이 파크(Sky Park)를 오픈하여 인근지역 주민

에게는 생활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호텔, 영화관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스카이 파크를 통해 공항을 단순히 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닌 문화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시켰으며, 비즈포트(Biz-

Port)로써의 김포공항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World-Class 공항기업’으로 도약 

한국공항공사는 사회복지사업, 교육문화지원사업, 환경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운영 전문기관의 특성을 살려 다문화

가정을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공항운영의 특성상 소음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음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와 적

극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대책을 추진하여 소음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였

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007년부터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해 10대 원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인 iSo 26000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4번째 발간하는 ‘한국공항공사 

20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추진의지와 함께 UN글로벌콤

팩트의 10대 원칙과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에 대한 실천을 이해관계

자에게 성실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전문 공기업으로서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신뢰받는 기업,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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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 동규모 공항 1위

국제공항협회(ACI)가 매년 전 세계 공항이용객을 대상으로 공항운영 및 

시설분야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ASQ)에서 2

년 연속 동규모 공항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위 1

동북아시아의 1일 생활권 실현

2011년 7월 김포∼중국 베이징, 김포~쑹산 노선을 개설하여 한국-중국-

일본-대만의 1일 생활권이 실현되었습니다. 4개 항공사에서 1일 8편씩 운

항을 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쑹산노선의 유치로 신규 수요를 창출해나

가고 있습니다.

일 생활권 1

KAc sustainability Highlights

최상위 청렴공기업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최고등급’을 달성하고, 국민권익위원

회 부패방지시책평가에 208개 공공기관 중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6월 공기업 최초 청렴선도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공사의 청렴문화를 대외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전국 공항

에서는 364개 기관이 참여한 Clean Airport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년 연속 3

오픈 Sky Park스카이 파크(Sky Park) 오픈

2011년 전시관과 쇼핑몰, 호텔, 테마파크를 갖춘 스카이 파크를 완성하

여 최적의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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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대통령 표창 수상

녹색경영, 녹색소비, 기후변화대응 분야에 기여하여 환경부가 주최한 

‘2011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시상식에서 기후변화

대응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년 2011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후원

2010년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다문화 모국방문 후

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2011년은 공사 특화브랜드 정착을 위

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여 수혜인원의 증가(341명 → 

662명) 및 사업의 다양화(1개 → 6개) 등 전략적인 사회책임경영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명 662

KAc sustainability Highlights

해외사업 진출을 통한 신 성장 동력 강화

해외공항 건설, 운영, 컨설팅, 항행안전장비 수출 등 우수한 기술력과 노

하우를 활용하여 콜롬비아 북동부 6개 공항 O&M컨설팅을 통하여 연간 

1.6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항행안전장비는 국내 12개 공항 82

식, 해외 13개국 81식을 판매하는 등 약 400 억원의 수익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억 원 1.6

정부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2011년도 공기업경영실적평가 결과 109개 평가대상 기관 중 유일하

게 최고등급인 S등급(1위)를 받았습니다. 상임감사위원평가결과 A등

급, 자율경영계획서 평가 우수등급(1위)에 이어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전 임직원의 피땀어린 노력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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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개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운영하여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공사는 전국에 6개 민간전용 공항과 8개 민군겸용 공항, 10개 항공무선표지소 및 항공기술훈

련원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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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현황 

2012년 1월 1일 현재 본사 조직은 3본부 1센터 8실 29팀으로, 지사는 16지사 8단(실) 5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42명(2012년 5월 기준)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공항 

011

조직도 

비서실 
이사회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감사기획팀

감사팀

기획조정실 

운영단 운영단 시설단 시설단 기술단  

기획관리팀

경영전략팀

투자기획팀
경영평가실 

홍 보 실 

인사관리실

기획관리팀

경영전략팀

투자기획팀 

마케팅실

마케팅실

해외사업팀

컨세션사업팀 

시설안전실 

녹색공항팀 

안전환경팀

항무계획팀

경영관리실

자산계약팀

재무회계팀

정보관리팀

운영보안실 

운영CS팀

항공보안팀

상생경영팀

건설사업실

공항계획팀

건설사업팀

항행계획팀

항공연구소 eng사업팀

통합연대 

    중규모     대구·울산·청주·무안·광주·여수·양양

    소규모     포항·사천·군산·원주

사장 

부사장 

경영지원본부 마케팅운영본부 시설안전본부 

R&d사업센터

서울지역본부 부산/제주지역본부 중규모지사(7) 소규모지사(4) 항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 

비
상
계
획
실 

양양공항 

청주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원주공항 

포항공항 

울산공항 

사천공항 

여수공항 

광주공항 

군산공항 

제주공항 

민간전용(6개)

민군겸용(8개)

김포 / 제주 / 양양 / 무안공항              국제공항 

김해 / 대구 / 청주공항              국제공항 

울산 / 여수공항                  국내공항  

광주 / 사천 / 포항 / 군산 / 원주공항         국내공항  

국제공항 : 7개  

국내공항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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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80. 05. 30 
국제공항관리공단 

설립

1980. 07. 01 
김포국제공항 인수, 

운영

1983. 05. 09 

부산지사 설립

1983. 05. 16 

김해국제공항 인수, 

운영

1984. 06. 01 
항공기술훈련원 설립

1985. 09. 06 

제주지사 설립

HISTORY

주요 사업소개 

공항시설 건설, 관리, 

운영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공항관리, 운영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소음방지대책사업 중 

방음시설 

설치 등의 사업

항공기, 여객기, 

화물처리시설  

및 공항운영상 필요한 

시설 등의 신설, 증설, 

개량사업

공항 건설 및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 

장비의 제작, 판매 및 

수출과 국외로부터의 

사업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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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2010
2010. 06. 29 
비전 2020 선포

2001. 03. 29 
김포공항 국제선 이전

1990. 04. 07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2010. 07. 08 
울진 비행교육훈련원 

인수, 운영

2002. 03. 02 
한국공항공사로 명칭 변경

1990. 06. 28 

대구지사 등 9개 지사 설립

2002. 04. 03 
양양지사 설립

1991. 12. 14 

한국공항공단으로 명칭 변경

2003. 11. 30 

김포-하네다 노선 신설

1992. 05. 25 
목포지사 설립

2005. 12. 21 
서비스 및 항고보안교육

센터 건립

1992. 11. 26 
군산지사 설립

2007. 10. 23 
무안지사 설립

1997. 01. 15 
청주 및 원주지사 설립

1999. 01. 15 
항공무선표지소 인수, 운영

항공운송 실적

53
1

51
6

55
5

화물수송실적 (단위 : 천 톤)

국내선
2009 2010 2011

36
,10

2 40
,40

6 41
,99

0

여객수송실적 (단위 : 천 명)

28
9,7

67

28
8,5

99 29
8,1

31

운항실적 (단위 : 편)

2009 2010 2011

97
11

9
14

6

화물수송실적 (단위 : 천 톤)

5,6
02

7,3
16 8,3

34

여객수송실적 (단위 : 천 명)

38
,56

7 46
,47

5 55
,88

4

운항실적 (단위 : 편)

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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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한국공항공사는 경영견제와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소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구성하여 사전 안건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경영전략위원회와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등 총 5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2 



014 015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6인과 비상임이사 7인,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매 이사회마다 직전 회

차의 이사회 결과를 정식 안건으로 보고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사는 이사회 내 이해관

계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건과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총 

15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73건의 안건을 의결 및 보고하였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2002년 3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근거하여 기존 한국공항공

단의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습니다. 2011년 기준 자본금은 2,092,408백만 원이며, 지분은 100% 정

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정관 변경, 임원 임명결의 및 결산승인 등에 관한 의결권은 모두 정부에서 관

할하고 있습니다

주주 현황

이사회 명단

사장

상 임 이 사

성시철

박재홍

장성호

허태윤

안광엽

이진구

이사회 의장

부사장

마케팅운영본부장

상임감사위원

경영지원본부장

시설안전본부장

비 상 임 이 사

조직/인사, 항공물류

공항시설, 안전

재무회계

조직, 법률

공항운영, 홍보

기획, 인사

법률, 소송

박기찬

심상정

안진홍

황재붕

이종욱

정인철

이상복

인하대 교수, 윤리경영학회 고문

대성회계법인 회계사

백성운 국회의원실 보좌관

교통안전공단 기획조정본부장

입법정책연구 부회장

기획관리비서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년 6월 기준)

이사회 운영체계

이 사 회

구성  : 상임이사 6인, 비상임이사 7인

• 구성 

-  비상임이사 3인,  

상임이사 2인

• 구성일 

- 2010년 2월 8일

• 역할 

-  경영전략과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 및 제언

• 2011년 운영실적 

- 1회 개최(100% 참석) 

-  KAC 비전2020 

롤링 1건

• 구성 

-  비상임이사 3인,  

상임이사 2인

• 구성일 

- 2011년 1월 24일

• 역할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제언

• 2011년 운영실적 

- 3회 개최(89% 참석) 

-  직제규정 개정(안) 등  

3건

• 구성 

-  비상임이사 2인,  

상임이사 1인

• 구성일 

- 2008년 11월 4일

• 역할 

-  업무·회계 감사 및  

관한 사항 심의 및 제언

• 2011년 운영실적 

- 13회 개최(100% 참석) 

-  행동강령 개정(안) 등 

25건

• 구성 

-  비상임이사 3인,  

상임이사 2인

• 구성일 

- 2010년 9월 27일

• 역할 

-  예산 및 운영에 대한  

심의 및 제언

• 2011년 운영실적 

- 5회개최(100% 참석) 

- 종합예산(안) 등 5건

감사위원회경영전략위원회 인사·조직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 구성 

- 비상임이사 7인

• 구성일 

- 2010년 10월 25일

• 역할 

-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에 

관한 심의 및 제언

• 2011년 운영실적 

- 2회 개최(100% 참석) 

-  운영기준 제정(안) 등  

3건

인원 추천위원회

• 구성 

-  비상임이사 4인,  

외부위원 2인, 

구성원 대표 1인

• 구성일 

- 2008년 1월 22일

• 역할 

-  인원후보자 추천

• 2011년 운영실적 

- 5회 개최(100% 참석) 

- 비상임이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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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는 주주총회 의결 후 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물류, 공항운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가인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경영제언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총 6회의 경영자문을 진행하였으며 14건의 경영제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사장, 감사, 상임이사의 보

수는 기본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구성되며, 보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이사회 구

성원에 대한 주요 약력과 의결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분 2009 2010 2011

이사회 개최 횟수(회) 17 13 15

의결/보고안건(건) 23/41 32/42 37/36

이사회 참석률(%) 98.5 98.8 96.3

비상임이사 참석률(%) 100 98.9 96.2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71 70.1 73.4

비상임이사 경영제언(건) 5 10 14

비상임이사 경영제언 반영건수(건) 5 10 14

이사회 운영 실적

선임 및 
평가보상

성 시 철  
사장

●

박 재 홍 

상임감사위원

●

안 광 엽  
경영지원본부장

●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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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

(단위 : 회)
감사위원회 운영 회수  

2009

2010

2011

공사의 경영 비전과 연계한 감사 비전체계를 수립하고 중장기 감사 로드맵에 의한 전략적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의 중심축인 감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더불어 방만경영 및 경영지침 위반 유발요소를 e-

감사시스템 모니터링 항목에 추가하고 핵심 분야에 집중하는 상시 모니터링체계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2011년 새로운 내부통제기법(KAC CSA)*을 도입, 반복적 감사지적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내부통제 강화 성과

구분 2009 2010 2011

모니터링 항목수 4분야 62항목 5분야 59항목 6분야 39항목

경보발생 건수(건) 478 849 787

감사처분(%) 5 28 38

반복적 감사지적(건) 26 42 11

내부감사

시스템 운영

017016

이 진 구    
시설안전본부장

●

허 태 윤   
마케팅운영본부장

●

장 성 호

부사장

●

* ’09~’10년은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실적

31

25

2831

(단위 : 건)처리안건

2009

2010

2011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0년 6월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공사의 미래상과 지속가능경영의 의지

를 담은 ‘비전 2020’을 수립·선포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비전과 핵심가치 상호간의 연계성 및 일관성 강화하고 도전

적 경영 목표 및 전략방향에 따른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체계를 재확립하였습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운영체계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新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CEo와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 경영방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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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도

공항의 효율적 건설•운영으로 

                            항공수송 원활화, 국민복지 기여

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 

매출핵 1조 5천억원 신사업 비중 30% ROE 10% 국민평가 최상위 

•핵심공항의 경쟁력 강화  

•지방공항 활성화 

•선도적 미래공항 구현 

•공항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항 건설 및 운영 참여 

• R&D 강화 및 미래사업 

발굴

•해외공항사업 진출 확대 

•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SKY City’조성 

•최상의 안전/보안 구현

•고객서비스 강화

•공정한 사회 구현 

•전략중심의 조직역량 강화 

•지속가능경영 확대

•열린 기업 문화 실천 

미션 

전략방향 

전략과제 

핵심가치 

고객지향 도전추구 상생경영 

경영방침  

변화와 도전을 통한 글로벌 경영 

공항운영 

고도화 

운영 

신 성장사업 

강화

성장 

고객가치

창조 

상생 

경영인프라

혁신 

기업 

slogan

비전 

비전목표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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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경영방침

CEo 경영방침 

고객의 Biz & Life를 공항문화

로 구현하여 공항운영의 새로

운 패러다임 선도 

재무적 성과, 사회적 

책임 및 공익가치 강

활르 통한 新 기업문

화 창조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해외공항 사업영역 

확장 및 시장 개척

변화와 

도전을 통한 

글로벌경영 

창의적 

공항문화 

선도 

새로운 

기업가치 

창조 

도전적 

해외시장 

개척

ORgAnOgRAm
안전환경팀 

(환경경영)  

사회공헌팀  
(사회공헌)  

상생경영팀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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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외부전문가 자문,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하여 사회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

생경영팀 및 사회공헌팀 등 지속가능경영 추진 부서를 3개 신설, 이들 부서를 중심으로 청렴, 윤리, 환경, 사회

공헌, 고객, 노동, 인권을 담당하는 총 7개 부서에서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

히 2011년 윤리경영위원회를 사회책임위원회로 개편·확대하여 지속가능경영의 실행력을 제고하였으며, 개최

사전공지, 안건발굴 독려 및 안건범위 확장 등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모든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사회책임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며, 2011년 총 18건의 안건을 처

리하였습니다.

추진조직

사회책임위원회 조직도

사회책임위원회 처리 안건수

(단위 : 건)

* ’09~’10년은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실적

2009
8

2010
12

2011
18

ORgAnOgRAm 감사위원회 

사회책임위원회 

위원장 : 사장, 위원 : 상임이사 5, 

사무국장 : 1, 외부자문위원 : 1 

반부패청렴 
추진단 

청렴TF팀 
(반부패청렴)  

인적자원팀 
(인권)  

노무복지팀  
(노동환경)  

운영Cs팀  
(소비자이슈)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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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공사는 경영활동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도출을 위해 ISO 26000에서 제시하는 절차

에 따라 내·외부 환경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1월부

터 2011년 12월까지 총 3,354건의 기사를 분석하여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공항산업 및 우수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국내·외 5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ISO 26000 핵심주제의 세부 이슈별 및 GRI 성과지표별로 분석하여 공사의 관련 이슈를 파

악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이슈를 TRend/ImpACT/내부역량 차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가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내부 역량 이슈를 도출하였

습니다.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개발된 ISO 26000 진단툴에 근거하여 공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

행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임직원, 고객(승객 및 항공사), 협력회사, 정부 및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

으로 공사의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

니다. 설문조사 시간은 2012년 6월 26일부터 2012년 7월 8일까지이며,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이 바라보는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도출하고 중요성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사의 경영에 대한 법적•재무적•운영상 책임 및 영향도의 여부에 따라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을 선정하고 지속가능경영의 세부 이슈를 발견하기 위하여 해당 그룹을 대표할 수 있

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미디어 
분석

관련기업 
분석

TrEnd 
& ImpaCT 

분석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설문

조사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의 상세 내용은 p. 00을 참조



미디어 분석, 관련기업 분석, TRend & ImpACT 분석,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를 통해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26개의 핵심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공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도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요성 평가 mATRIx에서 보여 

지는 이슈 중요도 Ⅰ과 Ⅱ영역에 해당하는 26개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목차를 도출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핵심 이슈 도출

중요성 평가 

외부 

이

해

관

계

자

중

대

이

슈 

주요 이슈 도출 결과

MEDIUM

MEDIUM

HIGH

LOW

LOW

이슈 중요도 

Ⅲ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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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요도 

Ⅱ영역 



내부 중대이슈 

핵심 이슈 

● 편리하고 안전한 고객의 공항서비스 요구 증대 

● 환경, 사회를 중시하는 소비자 증가(지속가능한 공항)

●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대

● 기후변화대응

● 직장 인적 개방과 교육훈련 기회제공

● 부패방지

●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참여

● 가치사슬에 대한 사회적 책임 촉진

● 공정한 고용 및 고용관계 보장

●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 지역사회 교육과 문화 발전 기여

● 지역사회의 부와 소득창출에 대한 노력

● 직장보건 및 안전보장(스트레스 관리 등)

● 공공성이 강화된 지방 및 지역ㅇ공항의 역할 강화

● 지역사회의 투자 지원에 대한 노력

●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책임

● 복합문화적 공간으로써의 공항서비스 기대

● 협력사와 동반 ㅈ성장 중요성 증대

● 공정마케팅 활동

● 근로자의 사회적 대화 보장

● 전문지식, 기증, 기술의 개발 및 지역사회에 적용을 통한 기여

● 소비자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 

● 환경보호 및 자연서식지 복원 노력

● 경제성과 창출 및 배분

● 소비자의 서비스 지원 및 불만분쟁 해결

● 각종 소음 및 유해환경에 대한 차단 요구 증대  

HIGH

025024

이슈 중요도 

Ⅰ영역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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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속가능한 성장

02.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03. 청렴·윤리경영

04. 고객가치창조

05. 공항환경 및 가치제고

06. 기후변화대응노력

07. 항공안전&보안강화

08. 임직원만족경영

09. 지역사회참여강화

10. 항공산업의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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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01지속가능한 
성장

사업(매출액) 담당조직 2009 2010 2011

고유

사업

항공운송사업

마케팅팀, 

건설사업팀, 

정보관리팀

2,107 2,403 2,628

컨세션사업 컨세션사업팀 2,223 2,455 3,034

신규

사업

해외공항사업 해외사업팀 0.1 0.1 1.5

R&D사업 R&D센터 6.8 27.1 22

부동산개발사업 등 컨세션사업팀 - - 139

KAC Overview

Sustainability Key Issues 10

Appendix 

Abstract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을 고도화하여 고유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세

를 유지하고 연구개발(R&D), 비항공 수익사업, 해외공항사업을 추진

하여 신성장 동력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무구조의 성장성과 건

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장기 경영목표를 세우고 최고 수준의 재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공사는 신용등급 

AAA를 획득하여 재무 건전성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What we do
1.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

2. 항공수요 증대 노력

3. 비항공 수익사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4. 경제 가치 창출 및 배분

경영전략과 연
계한 

재무계획 추
진체계

● 주요 사업 성과 

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 

비전

재무관리목표

재무 건전성 지속, 합리적 예산 운요을 통한 경영효율화 달성 

비전목표 및 전략방향 

추진 전략

추진 전략

매출 1.5조원 

지속 성장 전략 재무 건전성 강화전략

공항운영고도화 

고유 사업 성장세 유지

경영분석시스템

신성장사업 강화 

신성장사업 확대

BSC

고객가치 창조 

경영 관리 효율성 제고

FRM

경영인프라 혁신 

유동성 및 부채관리 강화

ERP

신사업비중 30% RO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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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사업(매출액) 담당조직 2009 2010 2011

고유

사업

항공운송사업

마케팅팀, 

건설사업팀, 

정보관리팀

2,107 2,403 2,628

컨세션사업 컨세션사업팀 2,223 2,455 3,034

신규

사업

해외공항사업 해외사업팀 0.1 0.1 1.5

R&D사업 R&D센터 6.8 27.1 22

부동산개발사업 등 컨세션사업팀 - - 139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

한국공항공사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자산의 투자를 확대하

고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재무상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영활동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

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효율화와 항공수요, 경제성장률 등 주요 변수요인을 고려한 시나리

오별 재무계획을 수립하여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Q:

경영실적

사업(매출액) 2009 2010 2011

수

익

성 

영업이익률(%) 8.5 15.3 26.2

총자산순이익률(%) 1.7 2.4 4.3

자기자본순이익률(%) 1.8 2.6 4.8

안

정

성

유동비율(%) 352.8 272.2 342.2

부채비율(%) 9.9 10.6 12.3

성

장

성

총자산증가율(%) 0.1 3.1 5.9

매출액증가율(%) 8.2 12.6 16.4

순이익증가율(%) (1.8) 48.6 88.2

42
,59

5

36
,72

1 63
,30

4
74

,58
4

11
9,1

55

14
8,9

37

영업이익 (단위 : 백만 원)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 원)

43
3,6

88
48

8,5
17

56
8,5

30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2009

2010

2011

* 경영실적 : 한국공항공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11년 1월 1일입니다. 이에 따른 재산정으로 전년 보고서의 보고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컨세션 사업 

34.6% 

수익구조

2011

항공운송사업 

46.2%

R&D사업  

0.4% 

컨세션사업 

50.9% 

부동산 개발  

2.5% 

2020 
목표

항공운송사업 

46.2%

기타  

7.6% R&D사업 

7.6% 

해외공항사업 

5.4% 

부동산개발  

3.0%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매출액 5,865억 원, 순이익률 88.22%로 창사 이래 최고의 재무성과를 달성

하였으며, 풍부한 유동성 확보로 금융성 부채가 없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립하습니다.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

재무구조 개선 성과 한국공항공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2020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Sky 

Park 조성, R&D 연구개발장비 판매 등 신성장사업의 매출을 증대하고 지속적으로 항공 수요를 

확충하여 고정비 비중이 높은 원가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01 지속가능한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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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험/비재무위험(TOP 5) 단계별

구분 (사전적)예방통제 상시모니터링 (사후적)적발통제 성과

재
무
위
험

자금운용 

리스크

일상감사 강화

(자금운용 성과평가)

e-감사시스템 

체크포인트 설정

(자금운용)

회계감사 실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안정적인 여유 자금운용

금전사고 

리스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설계평가, 운영평가)

e-감사시스템 

체크포인트 설정

(4개 상시모니터링)

회계감사 실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금전사고 Zero

비
재
무

위
험

Ranking 1.

공항안전

보안검색

보안테스트 실시

e-감사시스템 상시모니터링

(항행장비 예비품 교체주기)

성과감사 실시

(전력공급체계 감사 등 2건)
보안 및 안전사고 Zero

Ranking 2.

방만 및 

경영지침

체크포인트 현업배포

(208개 분야)

e-감사시스템 체크 포인트 

설정(매월 모니터링)

특정감사 실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방만경영 해소 및 

경영지침 준수 제고

Ranking 3.

신성장 사업

일상감사 강화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진행상황 감사위원회 보

고 정례화

분기별 R&D사업 심사분석 감

사실 보고 의무화
공사 신성장 동력으로 지원

Ranking 4.

IT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등 주기적인

 모의테스트 수행

정보보안관리실태 

보고 정례화

성과감사 실시

(전산자원 관리실태 감사)

전산장애

 최소화

Ranking 5.

대규모 

공항건설

일상감사 강화

(설계변경, 공정관리)

사업진행상황 감사위원회 보

고 정례화

특정감사 실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공항건설과정 견제 및 지원

리스크관리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재원조달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 금융권 차입금이 없는 재무구조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재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용자금 관리와 관련한 리스크와 횡령 등 금전사

고를 재무위험으로 관리하며, 재무위험관리(FRM)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ICS), 리스크분석시스

템(CBS)을 통해 시장, 유동성, 운영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

된 내부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을 비재무위험으로 정의

하고, 발생 빈도와 발생가능성, 영향력을 고려하여 TOP 5의 비재무위험을 선정하여 위험을 사

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재무위험과 비재무위험에 대한 사전, 진행, 사후 단계별

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응체계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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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별 전략 및 추진활동

구분 핵심전략공항 KTX영향권공항 수요취약공항

공항 김포, 김해, 제주 (김해), 울산, 포항, 여수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사천, 군산, 원주

전략방향
·인천공항과의 차별화

·국제선 항공수요 확대

·항공교통 경쟁력 제고

·이탈수요 회복 및 증대

·제도적 지원방안 시행

·잠재수요 창출

주요 추진 활동
·김포공항 비즈포트 구현

·김해/제주공항 노선확대

· 항공사 착륙료 감면하여 여객

의 항공운임 할인
·필수공익노선 지정 추진

항공수요증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

비전 2020에 따라 김포공항을 비즈포트(Biz-PORt)로 육성하고 김해공항을 동남권 거점공항으로, 제

주공항은 아시아 최고의 관광공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김포-베이징, 김포-쑹산간 특화노선을 개

발하고 항공수요 증가 대비 여객청사 및 활주로 등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며, 저비용항공사(LCC)의 성

장을 지원하여 항공시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Q:

한국공항공사는 2011년 11월 전국공항의 공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핵심전략공항, KTX영향권공

항, 수요취약공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공항을 활성화하고 항공수요를 증대하기 위하여 분류에 

따라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여 공공성, 수익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공항별 맞춤전략 수립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을 비즈포트(Biz-Port)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으로 국제여객의 수요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수요가 높은 단거리 국제노선을 확충하

고, 비즈니스 여객을 위한 IT, 업무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비즈니스 전용공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김포-베이징 노선과 2012년 4월 김포-쑹산노선을 개설하여, 

한·중·일 베-세-토(베이징-서울-도쿄)라인을 완성하여 1일 생활권이 실현되었습니다.

비즈포트(Biz-POrT)화 전략으로

김포공항 국제여객 증대

01 지속가능한 성장
>> 



322012 KAC Sustainability Report 32

* LCC(Low Cost Carrier) : 저비용항공사

저비용항공사 운송 실적

구분 2009 2010 2011

국내여객(천 명) 10,007 14,199 17,605

LCC 운송분담률(%) 27.7 35.1 41.9

국제노선 수(개) 1 4 11

노선확대를 통한 김해/제주공항 

항공여객 증대

임원이 직접 해외 현지 항공사를 방문하고 국내·외 항공관련 포럼에 참석하는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국제 15개 노선주 148편을 유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관광자

원 개발 및 MICE 산업의 지원을 통한 여객 증대와 노선취항 및 관광객 모객 시 지차제 재정지원

을 확대하여 수요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객처리시설을 확충하여 항공수요에 

대응하고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KTX 등 육상교통의 발달로 국내 항공수요의 이탈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선제적 대

응체계 구축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KTX 

영향권에 있는 4개 공항의 온라인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주차료를 

25~50% 인하하여,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이탈을 최소화하고 있습

니다. 또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제도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항공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 지원을

통한 여객 증대

저비용항공사와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니즈를 분석, 개선하고 있으며, 저가운임정책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설사용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시장정보 및 지원시

설을 제공하여 운항이 확대, 국내외 6개 LCC 신규 정기노선 9개를 개설하여 총 11개 국제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여객에 대한 운송분담률이 41.9%로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LCC 시장에 대

한 이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LCC 직원이 함께 참석하는 교육과정도 

개설, 저비용항공사와의 동반성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분 김해공항 제주공항

타깃 노선 싱가폴, 자카르타, 두바이, LA, 뉴욕 등 중장거리 노선 칭다오, 선전,  텐진, 충칭 등 중국노선

여객수

(천 명)

2009 6,870 13,643

2010 8,170 15,725

2011 8,757 17,204

노선 확대 현황

연평균증감률

[제주공항]

↑12.3%

17,204

15,725

13,643

2009

2010

2011

연평균증감률

[김해공항]

↑12.8%

8,757

8,170

6,870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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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외사업을 

추진하여 

신성장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

(단위 : 건)

2009
10

2010
10

2011
20

고유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

고유사업인 공항의 건설·운영을 고도화하고 기존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R&D사업, 해외공항사업으로

의 진출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03억 원의 항행장비사업을 수주하였으며, 다

양한 해외사업을 추진하여 신성장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Q:

한국공항공사는 자체개발한 첨단 IT신기술을 통해 최적의 공항환경을 구현하고자 항공분야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녹색 항공기술 개발, 방산장비 개발 등 공항 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R&D사업인 공항시설 통합안전관리시스템, 항로관제용 통합정보처리

시스템 등 4개 항공선진화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차세대 기술을 축적하였습니다. 또

한 저탄소 녹색공항 포장(Pavement)분야 국가 R&D 3건을 수주하는 등 2011년 R&D 사업을 통해 

20개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항공분야 연구개발

01 지속가능한 성장
>> 

~2010

2011~2015

2016~

•항행안전장비 개발

•R&D 역량 확충

•방산분야 진출

•차세대항행장비 개발

• 공항시설 종합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발전

•항행안전장비 총 8종개발 (DVOR, ILS, LED등화 등)

•차세대 장비 6종 개발

•방산장비 3종 개발

•차세대 장비 3종 개발

•공항시설분야 R&D 고도화

항공분야 r&D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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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글로벌 전시회항행안전시설A

항행안전장비사업 수주 확대 CEO는 터키 항공청장 면담 및 ATC-Global 전시회에서 해외공항운영 고위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접 장비를 설명하는 등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에 더하여 2010년 터키 이스탄

불 공항에 세계 최고 수준(CAT-Ⅲ급)의 장비를 설치하여, 성공적인 수행으로 신뢰성을 확보함

으로써 2011년 항행장비사업 30건을 모두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항행안전장비 설치사업을 

100% 수주하여, 공사에서 개발한 동일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국내 공항에 설치함에 따라 유지보

수체계를 일원화하고 외화를 절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개발한 방산장비의 사업수주

를 통해 82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방산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 및 외화절감의 효

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공항사업 수주 한국공항공사는 2010년부터 단계별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수주확대를 

목표로 컨설팅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콜롬비아 북동부의 6개 공항운영에 대

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맞는 공항운영 컨설팅을 수행하여 1.4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

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중남미, 베트남, 동남아, 중동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리비아 2개 공항 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해외사업 진출을 통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여 글로벌 공항운영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제 군비행훈련센터(iMFACC) 

사업자로 선정 

정부는 해외에 군비행훈련센터를 설립하여 국내외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30년 공항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군비행훈련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공사가 주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국

방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공사 수익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

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항행안전장비사업 수주 현황

(단위 : 억 원)

2009
14

.7

2010
47

.4

2011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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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치 창출 및 분배

사용료 감면 현황

물가안정에 기여 물가상승 및 국제 원유가 상승 등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규 수익원을 발굴, 수익성

을 개선하고 경영효율화를 추진하여 여객이용료와 착륙료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사용

료 감면제도를 병행, 여객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 상업시설 가격관리 공항 내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가격을 관리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음식점을 대상으로 중저가 품목을 40%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김해공항은 버스터미

널, 역 등과 비교하여 서민물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공항은 국제선 이용객의 

주차요금을 50%감면하고 있으며, 양양과 무안공항은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여 고객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한국공항공사의 수익은 항공사업수익, 비항공사업수익,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 해외사업, R&D사업

을 통해 창출됩니다. 2011년 5,685억 원의 매출액과 1,19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였으며 각 이해

관계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공사는 물가안정과 항공교통에 대한 국민부담을 완화하여 국가와 지역경

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01 지속가능한 성장
>> 

매출액

5,685
당기순이익

1,192

국가

지역사회

고객

주주

협력회사임직원

448 
세금과 공과

15.8
공항자동화, 디지털화, cs교육훈련비

1,240
급여 및 교육훈련비

2,159

보안검색 등 아웃소싱 비용, 

중소기업 물품구매

405
소음대책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309
배당금

(단위 : 억 원)

구분 내용 금액

소규모공항 감면 공항수용능력 대비 이용실적 30% 미만 시 공항사용료 50% 감면 11.4억 원

제주좌석난 해소 제주 임시편 착륙료 50%, 조명료·정류료 100% 감면 4.4억 원

인센티브 감면 신규취항 100%, 증편 50~80% 감면 14억 원

항공운임 할인조건 감면 항공운임할인 조건, 사용료 감면, (여객 1인당 14,000~19,000원 운임 인하) 3.3억 원

Q:



362012 KAC Sustainability Report

고객

•구성현황

- 국내외 항공 승객

-  공사의 가치를 전달하는 고객(공항시설 이용하는 항공사,   

세관, 법무, 검역소 등 상주기관, 식당, 판매점 등 개 입점업체)

•전략방향

    고객서비스 증대, 최상의 공항안전 구현, 공항운영 및 관리 

효율화, 신성장사업 추진

•관련 이슈

- 공항이용객 : 신속, 편리한공항

- 항공사 등 : 저렴한 공항이용료, 쾌적한 공항 시설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활동

-  공항이용객 : VOC 시스템/VOC 우수고객초청 강의, 알리오

(Alio)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경영공시

-  항공사 등 : 공항운영협의체 운영회의체, 저비용항공사 사장

단 간담회, 이동지역 간담회, 설문조사

임직원

•구성현황

   총 1,630명

•전략방향

   일과 삶의 균형, 공정한 성과보상체계,

   글로벌 인재양성, 상생의 노사문화

•관련 이슈

   안정된 고용, 일과 삶의 균형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활동

   CEO현장방문 대화, 노사 뉴스레터

   설명회/워크숍, 스카이넷(CEO 우체통,

   토론광장), 직원제안/공모 등

Environmental

02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Abstract 
한국공항공사는 2011년 기존의 이해관계자에 정부기관과 해외고객 등

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공사 경영활동의 계

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 국회, 지자체 등과 유기적

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습니다.

What we do
1. 이해관계자 그룹 및 소통채널

2. 이해관계자 인터뷰

3.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KAC Overview

Sustainability Key Issues 10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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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구성현황

   주차, 환경미화, 보안검색 등

•전략방향

   동반성장 확대, 공정사회 구현,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관련 이슈

   안정된 계약관계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활동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간담회, 설문조사

정부 및 유관기관

•구성현황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등

•전략방향

   경영효율화, 경영선진화, 지방공항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음대책 강구, 저탄소 

   녹색공항 조성

•관련 이슈

   공익적 역할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활동

   동업무보고 및 부처 현안사항 협의(수시),

   국정과제 완수, 정책토론회, 공청회

지역사회

•구성현황

   특히 소음대책지역 주민

•전략방향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차별화된 사회

   공헌 프로그램 개발, 일자리 창출

•관련 이슈

   소음대책 및 일자리 창출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활동

   소음피해지역 주민협의체, 간담회,

   소음지역 주민만족도, 다문화가정 지원

Environmental

Strategic

임직원

정부 및 유관기관

고객

Core

지역사회

협력업체

이해관계자 분류 소통채널

Core Stakeholder : 임직원, 정부 및 유관기관

Strategic Stakeholder : 고객,(항공사, 이용고객, 입점업체) / 지역사회 / 협력업체

Environmental Stakeholder :  비정규직, 대학 및 연구기관, 미디어, 국내외 항공기업, NGO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

한국공항공사는 iSO 26000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풀(POOL)

을 도출하고, 책임 및 영향력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핵심 이해관계자(COREStakEhOLDER), 전략적 

이해관계자(StRatEgiC StakEhOLDER), 환경적 이해관계자(EnviROnmEntaL StakEhOLDER)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 및 유관기관을 공사의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자 참여 및 소통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공사는 공사 경영활동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니즈를 적극 반

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있으

며, 정부, 국회,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습니다.

02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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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주요이슈는
무엇인가요?

02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 Q:

유관기관(경영전반)

유관기관(환경관련)

고객

한국공항공사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대국민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제공

하고 이를 통해 지방공항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 공항

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편의 제공과 현실성 있는 공항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국민의 기대 수준과 국격에 부응하는 시설 구비 및 외형적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쌓아온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다음 세대가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제철 실장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정보분석실 

전사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점, 그리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우수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향후 공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문

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

적인 공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공항을 활용한 환경 교육 시행, 과감한 환경 투자 그리고 미래세

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 조직과 항공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공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지석 선임기후변화담당관

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

문제 발생 시 자신의 권리 주장과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의 고객들의 의식은 선

진화되어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고객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서비스를 발

견·제공함으로써 보여주기 식의 서비스가 아닌 진정성이 담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고객 및 국민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고객만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직원들 

스스로가 고객 요인을 분석하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조창욱 교수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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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지속가능경영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대응식 경영으로 동기부여가 필요한 직원들에

게 CEO 및 경영진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의 비전과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구성원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으로서 수

익성이 아닌 공공성을 강조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장 근무자 및 협력사의 고용 안정과 지방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종엽 사무처장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

공사의 지속가능성이 곧 협력회사의 성장이자 지속가능성이며, 공사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

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회사와의 원활한 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

기 위해서는 협력사 직원들이 공항공사와 협력관계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

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공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업

무를 추진하려는지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함께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확대되었으면 합

니다.

박재주 소장

㈜원봉기업 김포사업소

한국공항공사가 올바른 방향성과 목표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수혜자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

는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며 일반인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공사에게 바라는 점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 띄지 않는 

지역사회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갖는 수요자 중심의 CSR 정책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정기적인 의사소통 실시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CSR 선도 공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박정숙 센터장

강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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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주요이슈는 무엇인가요?

02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 Q: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개요 한국공항공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임직원, 고객(항공사 및 일반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정부 

포함)를 대상으로 공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견해와 기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습니다. 설문지는 공사의 이미지와 현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파악하는 질문 그리고 이해관

계자별 관련 이슈와 지속가능한 공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묻는 구성으로 설계되어 주요 이슈 도

출과 향후 개선 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직원 협력회사고객 지역사회

이미지 지속가능 조건
지속가능경영 이슈 / 
이해관계자별 이슈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개요 설문 Category

설문기간

2012. 06. 26 ~ 2012. 07. 08

표본특성

- 임직원 : 전수조사

- 고객, 지역사회, 협력회사 : 할당표본추출

샘플 수

- 임직원 : 632명

- 고객 : 57명

- 지역사회 : 33명

- 협력회사 : 33명

* 불성실 응답문항 제거 후, 유효샘플만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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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고객들은 공사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고객 대응 및 서비스 항목에

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슈별로 분석하면, 공사가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기업정보 공개 

및 고객 소통과 서비스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임직원

설문조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90점 이상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사가 지

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슈별로 살펴보면 

윤리경영과 청렴활동, 고객만족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협력회사에 대

한 지원 및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설문 항목별 평균점수

설문 세부 이슈별 점수

설문 항목별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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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지역사회 및 정부 이해관계자들은 공사의 이미지를 가장 높게, 공사의 지역사회 대응과 관련된 

이슈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이슈별로 살펴보면, 공사의 공항서비스 만족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공사를 지성장가능성이 높으며 신뢰받는 공기업, 사회적 책임과 법규준수를 다하

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사의 신시장 진출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며, 기업

정보 공유 및 정책 의견 반영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설문 항목별 평균점수

설문 세부 이슈별 점수

협력회사

협력회사들은 공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항목을 타항목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으며, 협력회

사에 대한 지원이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세부 이슈

별 점수를 분석한 결과, 공사의 공정 운영 및 윤리경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공사의 협력회사

에 대한 지원과 상호간의 소통 및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설문 항목별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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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별 지속가능성 조건 결과

지속가능성 조건 분석

한국공항공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각 이해관계자가 중요하게 

선정한 상위 5개의 항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식도 분석결과

인식도 분석 결과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식도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

기 위하여 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 내·외부 인식도 차이가 큰 10개의 문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번호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및 정부

1 경영진의 리더십 고객만족경영 상생경영, 동반성장 고객만족경영

2 고객만족경영 사회공현 고객만족경영 지방공항 발전

3 윤리, 투명경영 경제적 이익 창출 지방공항 발전 윤리, 투명 경영

4 건전한 노사관계 소음 및 유해 환경 차단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지역사회 발전 / 사회공헌

5 상생경영, 동반성장 경영진의 리더십 경영진의 리더십
소음 및 유해환경 차단 / 

신사업, 신시장 개발

번호 문항
내부 외부

GAP
임직원평균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평균

1
공사는 서비스에 문제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한다.
91.9 77.4 - - 77.4 14.5

2 공사는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한다. 94.0 79.5 - - 79.5 14..5

3
업무 수행시 사회적, 환경적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
91.6 77.6 - - 77.6 14.0

4
정책 수립시 지역사회 및 정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92.6 - - 79..1 79.1 13.5

5 고객정보 보호가 잘 되고 있다. 90.9 77.9 - - 77.9 13.0

6 소음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92.8 - - 80.5 80.5 12.3

7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 88.9 77.1 - - 77.1 11.8

8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93.4 78.7 87.7 79.5 82.0 11.4

9 사회공헌화동을 과장 없이 공개하고 있다. 91.9 - - 80.5 80.5 11.4

10 기업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한다. 91.8 77.1 86.4 78.6 80.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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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경영

03청렴·윤리경영

Abstract 
한국공항공사는 ‘최상위 윤리수준으로 World-Class 「Clean KAC」 실현’

을 윤리경영 비전으로 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3년 연속 청렴도 최상위기관 달성’을 목표로 윤리경영 시스템

을 정교화하고 윤리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상

생경영팀과 감사실을 중심으로 윤리경영과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

며, 국민권익위청렴도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자체청렴도, 공사의 윤리

경영지표(KEVIX: KAC Ethics Vision Index)를 통해 공사의 윤리경영 활

동을 개선한 결과, 2012년 6월 공기업 최초 청렴선도 기관으로 선정되

었습니다.

What we do
1. 윤리경영 강화 노력

KAC Overview

Sustainability Key Issues 10

Appendix 

● 윤리경영 추진체계

● 주요 성과

2020

비젼

윤리경영

비젼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국민권익윈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9.48 9.56 최상위등급

※2년연속 

최우수 기관 

측정연제

외부청렴도 9.33 9.41

내부청렴도 9.77 9.8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기관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 ➍ 9.46 9.64 9.73

Biz&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

최상위 윤리수준으로 
WOrLD-CLASS 「CLEAn KAC」 실현

5대전략 방향

15개 실천전략

- 전략과 통합된 
  시스템 구축 등 3개

전사적 실행전략 강화

- 부조리 예방시스템 
   구축 등 3개

윤리적 리스크 관리체계강화

윤리경영
시스템강화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3개

참여제도 및 
채널 강화

-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등 
3개

문화적 커뮤니
케이션 강화

-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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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추진조직

제도구축 교육실천 모니터링 평가•개선

윤리경영 추진계획

경영진 리더십

윤리규범

추진조직

민간협의체 운영

e-감사시스템

교육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내·외부 평가

개선활동 추진

윤리경영 수준은 강화되고 
있나요?

02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 Q:

윤리경영 실천 시스템 CEO의 지속적인 의지표명과 더불어 상임감사위원의 50회 이상의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강

력한 리더십을 통해 윤리경영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임원 및 간부의 청렴도 

평가와 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임직원 행동강령과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내부공익신고제도운

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추진조직에 반부패청렴정책 분야를 강화하여 본사 및 

지사별 24개 반부패청렴실천단을 신설함으로써 자율 청렴활동의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시스템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정책

CEO 이사회

- 위원장 : CEO

- 위원 : 상임이사, 5명

-외부지문의원, 사무국장

사회책임위원회

- 본사  실천리더 29명

- 지사  담당자 81명

전담부서 : 기획조정실

상임감사위원 감사위원회
반부패청렴추진단

반부패청렴추진단

반부패청렴추진단

반부패청렴추진단
- 본사  반부패청렴실천단 24개

- 지사  분임 행동강령책임관 14명

전담부서 : 감사실

반부패청렴추진단 실무tF

-위원장 : 감사위원

-위원 :  부사장, 외부 자문

위원 등 11명

-제도개선반

-움화확산반

-청렴추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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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 교육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상임감사위원
3662(301) 3667(429) 2968(292)

청렴순회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1300(125) 1143(131) 1123(116)

항기원 청렴교육 560(30) 909(67) 807(59)

(단위 : 명)

* 괄호안은 경영진수

구분 소속* 대상인원(명) 교육실시인원(명) 참석율(%) 교육방법

2009

본사정보관리팀 16 16 100 집체교육1회, 동영상교육1회

본사보안계획팀 11 11 100 집체교육1회, 동영상교육2회

지역본부보안관리팀 330 327 99.1 집체교육3회, 동영상교육12회

소계 357 354 99.2

2010

본사정보관리팀 13 12 92.3 집체교육1회, 동영상교육6회

본사보안계획팀 11 8 72.7 집체교육1회, 7회

지역본부보안관리팀 318 315 99.1 집체교육3회, 동영상교육27회

소계 342 335 98.0

2011

본사정보관리팀 15 15 100.0 집체교육1회, 동영상교육11회

본사보안계획팀 11 11 100.0 집체교육1회, 동영상교육12회

지역본부보안관리팀 306 302 98.7 집체교육3회, 동영상교육42회

소계 332 328 98.8

* 지역본부 보안관리팀에는 서울, 부산, 제주의 합계임

윤리문화 확산 선도 입사교육에서부터 업무별, 직급별 교육체계에 따라 1인당 25시간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25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2011년 5월 청렴의 달 행사를 진행하여 임직원이 즐기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으며, 청렴문화지수 및 청렴마일리지를 통해 윤리실천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

히 최상위 청렴 공기업으로서 교육을 통해 대외기관에 전파하고 19개 기관에 벤치마킹을 지원하

였으며, 364개 기관이 참여한 Clean Airport 캠페인을 통해 청렴실천을 주도적으로 선도하였습

니다. 더불어 내부 직원과 협력업체의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회교육 및 동영상 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경우, 교육 실시 권고 문서를 사전에 보내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윤리경영실천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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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Airport 캠페인

정보공개 처리실적

구분 2009 2010 2011

정보공개
16 8 28

처리청구(건수)

정보공개
3.1 2.6 4.1

처리기간(평균 일)

-  Clean Airport 추진위원회 구성(전국 공항 15개 추진위원, 총 364개 기관 참여)

- 표준 운영 기준 제정                               

- 공동 활동 기준 정립

-  공동실천 활동                                       

- 공항 이용객 확보

-  다양한 청렴 이벤트 전개(보안 협력 업체와 퀴즈 대회, 청렴 실천서약, 청렴 퍼즐 맞추기)

- Clean Airport 추진단 활동(반기 1회)            

 - 상주기관 항공사 협력업체 등 분야별 활동

시스템 구축

공항가족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

프로세스 정립

소 통

나 눔

화 합

-  공모 참여 건수 1,401건(청렴윤리 포스터, 청렴윤리 UCC 등 6개 분야)

- 공항 대합실 및 홈페이지 등 콘텐츠 확산 홍보

- 공항 이용 여객 및 사무실 방문객 동선에 따라 청렴 홍보물 배치

-  협력업체 교육지원 시스템을 통해 공동체적 청렴 활동 강화 및 동반자적 상생경영 추진

-  해외 연수단 청렴 홍보                            

- 해외 교육실 청렴문화 소개 

청렴 콘텐츠 공모, 

확산, 홍보

청렴한 공항 환경조성

상생협력

글로벌 청렴문화 확산

윤리경영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한국공항공사는 청렴옴부즈만 제도, 건설자문위원회, 자금운용심의위원회, 소음대책위원회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1인과 기술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여 2011년 총 6회의 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사업 및 업무

에 대한 이행과정을 감시하고 9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공사는 내부 윤리경영 평가지표(KEVIX) 및 ISO 26000,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KOBEX 등 외

부 평가지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윤리경영 체계를 개선하고 있

습니다. 2011년 조직문화 진단, 공정성 확립계획수립, 알선·청탁 근절 종합대책반 운영 등 단계

적인 윤리문화 내재화 노력으로 3년 연속 윤리경영 최상위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한국공항공사는 2011년 정보공개지침을 제정하고 비공개 세부기준 개정 및 사규 공개관리지침 

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경영공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총 57개의 자체경영공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보공개 활동으로 2011년 국토해양부 정보공개 운영실태 ‘우수등급’ 및 ‘국

토해양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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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고객가치창조

Abstract 
한국공항공사는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고객중심으로 생각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본사 

및 지역본부 내 CS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객협의체를 운영하

고 있으며, CS경영위원회는 CEO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CS관련 사

안을 검토·심의합니다. 공사는 공항 상주기관 및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hat we do
1. 고객의견수렴

2.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

KAC Overview

Sustainability Key Issues 10

Appendix 

● 고객만족경영 추진체계

구분 2009 2010 2011

고객지향도 조사 75.9 86.9 78.1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 동규모 공항 1위 달성 동규모 공항 1위 달성

공기업 고객만족도(PCSi) 93.4 95.5 96.4

자체고객만족도(kaC-CSi) 84.0 86.6 89.8

(단위 : 점)
● 주요 성과

설레는 만남과 미래를 이어주는 공항비전

전략목표

핵심가치

전략방향

전략과제

안전, 편리, 즐거움, 신속, 신뢰

1. 국민평가 최상위

cs추진 인프라 고도화

1. 통합콜센터 구축

2. voc 전략적가치 증대

3. 고객참여 경영활성화

1. cs경영 대외신인도 제고

2. 체계적 서비스품질 수준관리

3. 능동적 cs혁신활동 유도

1. 공항운영 효율성 향상

2. 고객경험서비스 강화

2.세계공항서비스평가
global top 3

cs경영 실천력 강화

3.공공부문 cs경영선도

터미널 운영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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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 처리현황

고객의 소리(VOC) 처리 절차

구분 2009 2010 2011

접수건수(건) 1,461 1,688 1,538

평균처리시간(시간) 35.39 30.29 24.57

처리시간 준수율(%) 82.4 84.6 94.6

vOC 처리만족도(점) 74.1 79.7 82

고객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 
있나요?

04 고객가치창조
>> Q:

 ━

한국공항공사는 고객의 불편이나 불만사항, 제안 등의 내용을 빠르게 해결하고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

하기 위하여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전국공

항 통합 콜센터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대표 전화번호를 통합하고, 전문상담직원의 직접 응대하도록 하

여 체계적으로 고객의견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VOC시스템인 ‘하늘소리’를 통해 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등록된 의견은 48시간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며,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와 이

메일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VOC 게시판에 등록된 의견은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만족도를 조

사하여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 VOC시스템을 통해 총 1,53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94.6%를 48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통합 VOC시스템

고객 

VOC

채널 

문의 

등록 

SMS, E-MAiL(진행상황 알림 및 회신) / VOC 처리 만족도 조사 

불만 

건의 

신고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콜센터 및 

부서전화 

서면 

SmS

방문 

VOC 시스템 

접수 

담당자 지정 

처리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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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VOC 개선 실적

구분 서비스/시설 개선 내용
자체고객만족도 결과(점)

2010 2011

대중교통

- 김포공항 순환버스 추가구매로 운행시간 단축

   (여객청사행 10분→5분, 화물청사행 15→7분)

- 지하철 관계기관과 MOU체결을 통한 총34회 증회

- 통합교통센터 구축으로 원스톱(One-Stop) 교통서비스 제공

- 제주 심야 수송지원책 마련(전세버스 3대 운행)

81.3 89.9

주차

- CCTV 설치 강화

- 주차장 수요예측시스템 구축을 통한 혼잡해소 대책 마련

-   제주 렌터카하우스 설치 및 주차장 확장을 통한 주차장          

혼잡완화

86.9 90.8

구내업체

- 김포, 제주공항 전문식당가 중저가품목 의무 구성(20~40%)

- 구내업체 고객만족평가(외부평가) 확대(2회→3회)

- 구내업체 점검기준표 업종별 체계화

86.2 89.4

불친절
- CS코칭 클리닉 제도 도입-불만고객 1일 CS강사로 위촉

- 불만예보제 시행(월 5건 이상, 월 2건 이상 3개월간)
- -

기타

- 언어장벽 없는 공항 구현을 위한 모바일 통역 서비스 제공

   (24시간 18개국 언어통역)

-전국공항 통합콜센터 운영방안

- -

BBB(Before Babel Brigade)*

* 언어•문화통역봉사단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24시간 통역 자원봉사네트워크

고객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주로 대중교통 이용, 주차장 혼잡, 구매업

체 품질, 고객 응대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사는 특히 고객의 불만이 많은 4가지 

주요 분야의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객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고객감동 실현으로 

설렘과 행복을 전하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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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04 고객가치창조
>> Q:

 ━

한국공항공사는 WORLD-CLaSS 수준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객헌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고객서비스헌장과 서비스이행표준에 따라 광고마케

팅, 소비자 정보보호 및 안전보건 등 고객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1년 법규 위반사례

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교육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직원 (회/명) 18/420 20/422 16/295

업무파트너

[기관&업체] 

(회/명)

159/5,857 142/5,047 152/5,971

교육 투자비 

(백만 원)
99 108 87

VOC 고객평가단 운영 현황

구분 인원 선 정 기 준

일반

고객
3명 VOC 다수 제기고객(2명), CS마케터(1명)

전문가

그룹
3명

CS경영위원, VOC전문강사, 

CS컨설턴트(각 1명)

CS혁신단 조직도

서비스이행표준에 따라 34개 관리지표(계량16개, 비계량 18개)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

으며, 이행실적은 홈페이지 및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고객헌장과 서비스

이행표준에 따라 광고마케팅, 소비자 정보보호 및 안전보건 등 고객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

고 있으며, 2011년 법규 위반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이행표준 준수

한국공항공사는 고객접점에 있는 직원이 정확한 정보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서비스교육

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트너를 포함한 접점 직원들에 

대한 외부 전문교육과 자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

브 지급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적 서비스 품질 관리

고객접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CS 외부전문가가 일대일 개별코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주차 및 보안검색 직원을 대상으로 CS코칭 클리닉을 진행하는 등 총 301명이 교육을 받아 고객

접점의 핵심에서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장 CS코칭 클리닉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VOC를 고객의 입장에서 모니터링 실시하는 「VOC 고객평가단」을 2011월 4

월부터 운영하여 체계적인 VOC 응대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전문고객 6명으로 

구성된 고객 평가단은 신속성, 정확성 등 5개의 평가 기준에 EK라 우수, 미흡사례를 선정하고 이

에 대한 포상 및 공유를 실시하여 상향평준화된 VOC 응대품질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VOC 고객평가단 운영

각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및 고객의견을 분석하여 현재 공항서비스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CS혁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선발된 CS리더는 워크숍을 

통해 분야별 혁신과제를 도출·추진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참여공항 및 활동인원의 확대 구성으로 현장에서 개선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S혁신단 운영

총괄 혁신단장

부사장 

혁신단장

운영단장 / 운영팀장 

스폰서 

관련팀장  

메인스폰서 

운영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메인 간사  

운영팀장 

간사  
운영팀장/차장  

스폰서 

관련팀장  

스폰서 

관련팀장  

 혁신리더 

 : 관련차장 

 실행팀원  

  : 담당자 1~2명 

 혁신리더 

 : 관련차장 

 실행팀원  

  : 담당자 1~2명 

 혁신리더 

 : 관련차장 

 실행팀원  

  : 담당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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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공항 환경 및 
가치 제고

Abstract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한 개선과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

다. I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공항운영으로 글로벌 디지털 컨버전스 공항을 실현하고 고객과 지역 주민에게 휴

식을 제공하는 공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의 공항을 편리함이 더해져 다시 찾고 

싶은 공간, 즐거움과 흥미로움이 떠나지 않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매진할 것입니다.

What we do
1. 고객 편의 증진

2.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3. 새로운 가치 창출 노력

KAC Overview

Sustainability Key Issues 10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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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나요?

05 공항 환경 및 가치 제고
>> Q:

 ━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에서 고객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소규모 

공항에서의 서비스 또한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항별 고객이벤트를 분

기별로 개최하여 즐거움이 가득한 공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을 고객중심의 친환경적인 시설로 리

모델링하여 고객중심의 최첨단 시설로 전환

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관광·휴양도

시이자 제주국제자유도시로의 추진이 본격화

됨에 따라 증가하게 될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2007년부터 시작한 제주국제공항의 확장사업

이 2012년에 완료되었습니다. 활주로 연장과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 고가도로 증설, 주차

장 확장,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 등 공항이

용 여객을 위한 편리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

탄생하였습니다. 특히 제주국제공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범공항으로 태양광 발전시

스템을 도입, 주차장 확장지역에 지열을 이용

한 냉난방시스템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12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에는 태양열

을 이용한 온수시스템과 고효율 LED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녹색공항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시설로 리모델링

고객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실내 조경공

간을 확보하여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2011년 전국공항에 115개의 관엽화분을 

배치하고 김포, 부산, 대구공항의 실내조경을 

신설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실내 조경공간 확보

2011년 제주공항에 푸드코트, 전문식당, 패스

트푸드 등 고품격 전문식당가를 조성하여 충

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성을 향상시켰습니

다. 또한 공사는 공항 내 스낵, 식당 등 상업시

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고객이 마음 놓고 식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 공항에서 분기별로 입점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며, 월 1회 이상 수시로 위

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식음공간 및 위생관리

한국공항공사는 편의점, 스낵 등 필수 상업시

설에서는 어느공항을 가더라도 균일한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공항

과 연계한 패키지 입찰을 도입하여 김포권역, 

김해권역, 제주권역으로 구분하고 컨세션 수

준을 균일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세션 품질수준 균일화

제주공항의 면세점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협소한 면세매장을 확충하였으며,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면세매장을 확충하여 다

양한 품목을 구비함으로써 매장의 혼잡을 해

소하고 쇼핑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한국공항공사는 임산부 및 장애우,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포공

항은 안내데스크에 점자타일을 신설하였으며,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천공항에는 경사면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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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탑승시스템 구성도

구분 기준 2010 2011

자동탑승시스템이용률(%) - 9.2 12.9

국내선 여객대기 및 수속시간 25분 이내 13분 40초 8분 41초

국제선 여객대기 및 수속시간 45분이내 15분 54초 16분 57초

자동탑승시스템 이용현황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05 공항 환경 및 가치 제고
>> Q:

 ━

한국공항공사는 고객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고객가치를 선도하는 SPEEDy PORt를 구축하고, 스마

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SmaRt PORt를 구축하여 고객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탑승수속을 탄력적으로 운영

하여 국내선 25분 이내, 국제선 45분 이내에 모

든 절차를 완료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2010년부터 홈 탑승권 서비스를 시행

하여 인터넷 예약과 동시에 탑승권이 발급되어, 

공항에 도착한 후 바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

였습니다. 2011년 국내선 여객대기 및 수속 평

균시간은 8분 41초로 전년 대비 36%가 단축되

었고, 국제선은 전년대비 탑승객의 14% 증가로 

여객수속시간이 1분여 가량이 상승되었습니다.

자동탑승시스템을 통한 

여객 대기 수속시간 단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용 셀프체크인

(CUSS-KIOSK)시스템을 최고 20%수준으로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는 2011년 여권 인식 및 판독시간의 속도를 개

선하고 시스템을 효율화하여 21.5%의 이용을 

달성하였으며, 2015년 이용률 50%를 목표로 

빠르고 편리한 공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공용 셀프체크인(CUSS-KiOSK)

시스템 이용률 글로벌 TOP수준 달성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Smart-Port를 구현하고자 합니

다.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항 종합안내, 

실시간 운항 정보 및 스케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의 복

합환승센터 연계교통 정보서비스를 통해 이용

자 상황에 맞는 신속한 교통정보 및 환승정보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확대

한국공항공사는 운항정보 디스플레이 시스템

(FIDS: 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을 공

항전역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

항정보는 동시에 26건씩 제공되며 입주업체

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무선인터

넷 및 FIDS 안내정보 부문 동규모 공항 ASQ 1

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안내서비스

공용화된 자동화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탑승객정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

다. 한국공항공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

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

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

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보호

•보안요원에게 

1.  신분증 및 탑승권

전달 

2.  탑승정보안내 용

지 수령 후 자동출

입 게이트 통과 

예약 Check-in 출발장 

보안검색 보안검색 

•예약(인터넷) •체크인 카운터 
   방문 생략

   SkiP
• 탑승권발급 

    동시처리

(홈 탑승권 프린트) 

• 수하물위탁 

위탁 수하물이 

없는 경우 

항공기출발

20분전 도착 

탑승정도

안내 위탁 수하물이 

있는 경우 

•X-ray 검사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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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Sky City 조성 종합계획

공항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05 공항 환경 및 가치 제고
>> Q:

 ━

쇼핑과 레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공항주변 지역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

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신개념의 복합문화공

간인 김포공항 Sky PaRk를 오픈하고 공항주변을 다양한 테마공간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수준의 선진

공항으로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김포공항 Sky City 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2011년 테마공원, 호텔, 전시관, 쇼핑센터를 갖춘 Sky 

Park를 오픈하였습니다. 공항과 Sky Park 이용객의 동선을 분리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

였으며, 친환경 고품격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편안하고 안락한 고객 레

저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 및 소음 완충기능을 위한 녹지조성으로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녹지 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공항 주변의 환경 개선과 더

불어 김포공항 Biz Port 구현에 기여하고자 2014년 운영을 목표로 김포공항 대중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 대체녹지 및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또 

다른 레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y City Project

2001~2004

1단계

여유 터미널 활용

-  공항이용객 대상의 문화· 

위락·쇼핑·의료시설 등

-  Sky Park  

(테마공원, 호텔, 전시관, 쇼핑 등)

-  대중체육시설, 주민체육시설 등

2단계

공항내 여유토지

3단계

공항 외곽토지

2005~2011 200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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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기후변화대응
노력

Abstract 
한국공항공사는 환경방침을 정하고 녹색공항을 조성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물 절약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목표대비 3.6%의 초과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탄소보고

서를 발간하여 저탄소 녹색공항을 위한 활동을 보고하고 있

습니다. 선도적인 녹색경영과 그린 인프라 구축으로 정부의 

녹색성장 유공 공모전에서 151개 공모안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What we do
1. 환경경영 추진체계

2. 환경영향 최소화

3. 친환경 기술 개발

구분 2009 2010 2011

에너지 총 사용량(toe) 28,500 28,614 28,354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 60,240 60,517 58,954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대비 달성률(%)

2.3% 

초과 

달성

0.5% 

초과

달성

3.6% 

초과

달성

친환경 상품 구매 비율(%) 97.0 97.5 96.3

● 주요 사업 성과 

● 탄소경영 추진체계

● 환경방침(Environment Polisy)

실천과제

온실가스 관리체계, 조직 및 

제도를 마련하여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공항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지구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공항

탄소정보 공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공항

•GHG 인벤토리 구축

•GHG 관리 시스템 운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에너지 경영시스템 도입

•GHG 전담 조직 구성

•신재생에너지 도입

•고효율 설비 도입

•건물에너지 절감

•생활에너지 절약 재활용

•녹색기술 발굴·적용

•탄소보고서 발간

•타 공항과 정보교류

•유관기관과 협력강화

•지역사회와 교류

•고객참여 촉진

전략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공항 지구환경 친화적인 공항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항

VISION

저탄소 녹색공항

목표

온실가스 20% ('07~'09년 평균배출량 대비, 2015년까지)

한국공항공사 임직원은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보호한다는 

신념아래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공항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고 법령과 매뉴얼을 준수할 

뿐 아니라, 법보다 강화된 내부기준을 설정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공기업 상을 구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구

체적인 환경 방침을 세워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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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자원의 절약과 오염원 발생을 억제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 한다. 

  •환경친화적인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재활용을 극대화 한다.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이행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이룩한다.

   •대기·수질 오염물질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한다.

   •우리의 환경방침 및 환경성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 환경관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KAC Overview

Sustainability Key Issues 10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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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LED 도입 계획

저탄소 설비 보급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2012 2013 2014 2015

수량(개) 22,394(10%) 22,000(10%) 22,000(10%) 22,000(10%)

교 체 율(누적) 32% 42% 52% 62%

금액(억 원) 23.4 23.5 22.5 22.5

기후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

한국공항공사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각 공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에너지경영시스템(EMS)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노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실로 2012년 5월 ACi 총회에서 아태지역 친환경공항 

평가 프로그램에서 공사가 그린에어포트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Q:

공항을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하고 공항 환경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공항

공사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도입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속 발전으로 ·제인증기관으로부터 ‘Environment-Friendly Excellence Award’

를 수상하였습니다. 공사는 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해 모든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이행상태를 점검한 후 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저탄소 녹색공항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체계적 추진으로 2011년 온실가스를 기준대비 

5,994tCO₂를 감축함으로써 목표대비 3.6% 초과 달성, 3년 평균(‘07~’09) 대비 14.6%를 감축하

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시설의 운영에 따른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저탄소 녹색공

항을 조성하고자 신재생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고 노후한 조명등을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지속

적으로 교체하여 공항시설을 친환경 제품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실천 노력

06  기후변화대응 노력
>> 

56

3
1

5
4

12

9

친환경 자동차 보급 (단위 : 대)신재생·고효율 설비 보급 (단위 : 건)

2009

2010

2011

총 배출량
(tCO₂-e)

60,240

[2009]

전기 46,692

연료 12,105

차량 1,443

총 배출량
(tCO₂-e)

60,517

[2010]

전기 47,171

연료 11,694

차량 1,650

총 배출량
(tCO₂-e)

58,954

[2011]

전기 47,265

연료 9,944

차량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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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킴이 활동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탄소중립의 숲 조성 - 1,679주 식재
2,760주 식재

(산림탄소 상쇄 1만주  포함)

친환경상품구매비율(%) 97.0 97.5 96.3

탄소숲 조성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정책에 앞서 물 절약 목표관리제를 시범도입, 지속적인 물 절약을 위해 매

년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물 절약 아이디어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전국 공항의 물절약 제도 정착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들은 업무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녹색 발자

국 남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의 절전 소

프트웨어를 설치하여 ‘그린터치’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개별 냉난방기 운영 방안 및 

발전기 시운전 기준의 효율적 개선으로 친환경적인 공항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사의 다

양한 에너지절약 노력으로 2012년 6월 삼성전자등 720여 기관과 업체가 참여한 에너지절약 공

모전에서 최고등급의 절전경영 일류기업에 선정되어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구환경 친화적 공항 만들기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시설은 상주기관 및 업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공항 상주기관 및 입점업체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사는 상주기관 및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전국공항의 373개 상주업체가 참여하였으며, 

34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 확대

2011년 국내 최초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을 

경기도 화성 국유림에서 시행하여 1,650tCO2

의 온실가스를 흡수, 크레딧을 취득하였습니

다. 산림을 조성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배출

한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탄소중립의 

숲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숲 

6,000㎡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지킴이 활동 전개

에너지 사용 현황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체계

구분 2009 2010 2011

연료(직접에너지) 5,410 5,217 4,397

전기(간접에너지) 22,569 22,801 23,316

차량(기타간접에너지) 521 596 641

총 사용량(toe) 28,500 28,614 28,354

전기절약

기관/업체 한국공항공사

포인트 산정

인센티브 제공



58 5958

실내 공기질 측정 현황

김포공항 대기질 측정 현황

구분

유지기준

PM-10 CO² HCHO CO

150㎍/㎥ 1000ppm 120㎍/㎥ 10ppm

2009 32.6 459.2 20.1 0.6

2010 30.4 441.0 371 0.5

2011 29.9 463.6 22.3 1.0

구분 SO²(ppm) NO²(ppm) CO(ppm) O³(ppm) PM-10(㎍/㎥)

환경기준 0.05ppm 이하 0.06ppm 이하 9ppm이하 0.06ppm 이하 100이하

2009 0.004 0.026 1.9 0.016 51

2010 0.004 0.035 1.9 0.018 46

2011 0.006 0.030 3.8 0.015 41

환경영향 최소화 노력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Q:

06  기후변화대응 노력
>>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및 주변에 대한 환경관리를 통해 관리시스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대기질 자동측정국에서 대기질 상태에 대해 24시간 상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

속적으로 공사 현장에 세륜세차 및 방진망 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였습니다. 또한 계류장내 이동지역 운행 중인 차량 및 장비에 대해 분기별로 배출가스를 측정하

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한국공항공사는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공항이용이 가능하도록 미세먼지 측정을 분기별로 측

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횟수를 늘리고, 터미널 공기정화설비의 필터 교체주기를 단축하

여 실내 공기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한국공항공사는 여객청사 및 화물청사, 기타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

방하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별 처리용량에 맞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

으며, 김포, 제주공항에는 자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 자동측정시스템

을 통해 공항의 수질상태를 상시 측정하여 방류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김포공항 외곽 지정배

수로 3개소와 공항 내 수질감시센터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수지점에 대해서는 주기

적으로 전문측정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며, 주요 시설인 활주로 등에 대한 비점오염원 대상 지

정에 대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강우 시 계류장 지역 등에서 발생

되는 유분을 포함한 초기 우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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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 현황폐수 배출량

폐수처리시설 수질관리

김포공항 수질측정망 측정결과

구분 2009 2010 2011

시수 394,302 369,225 384,981

중수(재활용수) 188,406 183,393 177,837

지하수 501,736 645,897 591,689

합계 1,084,444 1,198,515 1,154,507

구분 폐수처리기준 김포공항 제주공항

pH 5.8~8.6 7.24 8.2

COD(㎎/ℓ) 130 이하 10.43 5.95

SS(㎎/ℓ) 120 이하 9.88 3.55

n-H(㎎/ℓ) 5 이하 0.17 불검출

T-N(㎎/ℓ) 60 이하 3.43 1.85

T-P(㎎/ℓ) 8 이하 0.19 0.07

ABS(㎎/ℓ) 5 이하 0.12 0.07

구분
수질분석항목

pH DO SS COD n-H

내부기준 5.8~8.6 - 120ppm 130ppm 5ppm

2009 연평균 6.88 4.6 13.68 6.25 0.07

2010 연평균 6.9 4.45 8.18 4.9 0.13

2011 연평균 7.35 5.78 6.1 4.88 0.12

(단위: ㎥)(단위: 톤)

폐기물 관리

토양검사 결과

구분 2009 2010 2011

폐기물 

발생량(톤)

일반

폐기물
2,805 3,071 2,634

지정

폐기물
338 68 123

건설 폐기물 

처리량(톤)

매립 1,548 1,901 73

소각 980 460 182

재활용 62,040 67,466 62,965

공항별 측정지점 TPH검사결과(㎎/㎏)

김포공항
탱크/배관부위 적합

주변지역 적합

제주공항
탱크/배관부위 적합

주변지역 적합

2009

2010

2011

김포공항
472

95

357

40

20

37

제주공항

공항운영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폐기물은 항목별로 별도의 장소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처리를 시행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

다.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주로 차량의 정비나 기계시설의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장비의 오일 교환 주기를 연

장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항공기 제방빙 처리를 위한 전용패드 시설을 2011

년 2개소 추가하여 17개소의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항공유 저장시설 및 난방용 보일러등유 저장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일부 공항에서는 사업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류저장시설

에 대해 일간, 주간 및 월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

습니다.

토양오염 관리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장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습지 등이 위치한 지역은 아니지만, 상

시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친환경적 대책마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

다. 공사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공항인근 지역의 생태환경 변화가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생태

환경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연 생태계와 함께하는 공항운영이 가능하도록 

변동가능 사항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및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생태계 보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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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항공등화 개발 추진 현황

~2010 2011 2012

•타당성 분석 및 시장조사
•활주로 등화 8종 개발

•국내 설치(5종 1,016개)

•19종 (전품목) 개발완료

•개발방향 설정 및 착수 •FAA 인증 취득

•유도로 등화 10종 개발 •해외시장 진출

•특허 5건 출원 •특허 3건 출원 -

LED 등화 특허 출원(2011년) - 입력 역률 개선형 구동 장치    - 방수형 LED 모듈    - 구동부 일체형 몰딩케이스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나요?Q:

06  기후변화대응 노력
>>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한국공항공사는 녹색 항공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LED형 항공등화 18종의 개발을 완료하고 탄소저감형 항공기 전원공급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영향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개발중소기업과 공동개발을 통해 2009년 개발을 시작으로 2011년 활주로 등화 8종을 개발하고 

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기존의 할로겐형 항공등화를 LED(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한 항공

등화로 개발함으로써 기존보다 70% 이상의 전력을 절감하고 수명이 약 50배 연장되었습니다. 

2012년까지 19종 전품목의 개발을 완료하여 국내 공항설치를 넘어 해외수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

력을 확보하고자 미국 FAA 인증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LED 항공등화 개발

항공기 전원공급장치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엔진 정지 후 작업 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력을 공

급해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량 수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전원공급

장치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2012년까지 시제품 개발과 시범 설치할 예정이며, 운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개발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

하고자 합니다. AC-GPS사용 시 항공기 자체보조 발전기사용대비 약 70%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전원공급장치(AC-GPS)* 

국산화

*  항공기 전원 공급장치(AC_GPS: Aircraft Ground Power 

Supply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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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항공 안전 및 
보안 강화

Abstract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의 품질을 개선하여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IT기술을 활용한 공항시설관리로 

안전한 공항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시스템(SMS)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야별 안전 목표 수립

을 통한 지속적 위험요소 제거 노력으로 2011년은 창사 이래 최초로 안전사고 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사는 앞

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이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 나갈 것입

니다.

What we do
1. 안전 운항

2. 안전한 공항을 위한 시설 개선

3. 체계적 보안 관리

KAC Overview

Sustainability Key Issues 10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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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항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Q:

07  항공안전 및 보안 강화
>> 

 ━

한국공항공사는 항행시설관리자의 유지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글로벌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

전성숙도 평가모델(ASMS: AnSP SAFETy MATUriTy SUrVEy)’을 개발하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글로벌 평가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 자문 및 검증을 통해 공사의 특성에 맞는 

항행분야 평가모델을 2011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항행시설 및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성숙도 평가모델(ASMS)'을 개발로 항행분야의 글로벌 수준과 비교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사는 2015년 평가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숙도 평가모델’ 개발

한국공항공사는 2008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기준이행률(99.73%)을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공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항시설 개량과 운영절차를 변경하여 안전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김해공항은 주기장을 확보하

고 제방빙장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청주공항은 회전 패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항공안전종합평가 

세계 최고 수준 달성

2011년 전사적 FOD(Foreign Object Debris) 관리시스템과 장애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관

리시스템의 통합관리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FOD는 항공기 및 시스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돌조각이나 차량부품 등 이물질을 말합니다. 공사는 FOD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 관리

하여 이동지역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상안전사고 ‘0’건을 달성하였습니다.

전사적 통합관리체계 완성

FOD 관리시스템

FOD
관리시스템 

정보 입력 

• FOD 종류 및 수량 

• 위치, 시간, 원인 제공자 

• 항공기 운항지장 여부 

데이터 활용 

• 공항별 및 종류별 실적 

• 발생원인 및 구역별 분석 

• 취약 시간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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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자체교육, 특별교육, 해외교육 과정으로 확대하여 2011

년에는 101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항공안전을 위한 전문성 

강화교육 확대

한국공항공사는 2011년 아·태지역 최초로 국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항공종합통신망

(ATN: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Network)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항공종합통신망

(ATN)은 전세계의 항공통신망을 통합하여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항공정보 교

환이 가능한 차세대 항공통신망으로 공사는 항행시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차세대 항행분야 최신 기술 확보

한국공항공사는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시설이나 안전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다른 시각에서 항행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여 장

애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11년 상호교차 점검방식인 안전컨설팅 시

행으로 37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관제기관, 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임무를 연계하여 위

기대응매뉴얼을 개정하고, 시설 규모별 맞춤형 합동훈련을 시행하여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였

습니다.

항행시설 위기대응체계 수립

최근 5년간의 조류충돌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김포·제주 공항을 특별관리 대상공항으로 지정

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여 조류퇴치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조류유인요소 지도

제작·활용 등 공항외곽의 조류퇴치 활동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조류

충돌 방지용 첨단 기법을 적용하여 조류유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공항 

내·외곽 관리로 전국공항의 조류충돌 발생건수는 28건으로 49.1% 감소하였습니다.

조류충돌건수 저감

항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인원

조류충돌건수

구분 2009 2010 2011

교육
자체교육(명) 110 92 95

해외전문교육(명) 4 4 6

훈련

항공기사고수습 훈련 횟수(회) 28 28 28

재난안전한국훈련 참여인원(명) 46 41 1,106

소방훈련 출동횟수(회)/인원(명) 743/4,108 514/3,821 651/5,056

(단위: 건)

2009

2010

2011

70

28

55

전국공항

(단위: 건)

2009

2010

2011

18

6

14

김포공항

(단위: 건)

2009

2010

2011

18

8

18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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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공항 구현을 위한 
시설 개선은 이뤄지고 있나요?Q:

07  항공안전 및 보안 강화
>> 

 ━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3년간의 환경변화와 사고발생건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안전방침과 분야별 목표

를 수립하고,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

다. 안전 목표를 수립하고 위험요소를 개선하여 2011년 안전사고 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항공기 이동지역내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시설, 차량, 장비, 인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

선함으로써 2011년 지상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을 통한 보고대

상자를 공사 직원에서 항공사와 협력업체로 확대하여 위험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김포공항을 비롯한 17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여 2011년 무재해를 달성하였

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위험보고 King 제도’를 도입·운영함으

로써 위험요인 발굴을 통한 위험저감대책 시행 건수가 전년대비 2배 향상되었습니다.

전사적 안전관리활동으로 지상안전사고 zErO

최근 폭설과 폭우 등 재난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유럽

의 홍수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풍수해 재해지도를 구축함으로써 공항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

며, 제설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제설시간을 국제기준 대비 17% 단축하였습니다.

시설안전 확보

지상안전사고 발생 건수

1.3
8

0.6
7 0.8

6

전국 14개 공항 (단위 : 건)

2009

2010

2011

SMS 위험요인 발굴 건수

14
0 15

2

34
3

위험 요인 발굴 건수 (단위 : 건)

2009

2010

2011

단계별 대응 전략체계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동절기와 하절기 국가 전력예비율이 부족한 실정에 대응하고

자 공사는 『국가전력수급부족』 위기단계별 공항의 전력수요를 감축하여 국가위기 극복에 동참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사태인 블랙아웃(Blackout)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 상황반 운영과 

비상전력공급 체계 유지코자 단계별 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하여 (‘12.6월)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구분 2009 2010 2011 비고

풍수해

재해건수(건) - 2 1 -

피해금액

(백만 원)
0 721 15 -

폭설 제설시간(분) 29 29 25
ICAO기준 

30분

위기단계 전력예비율 주요내용 비고

관심 5%미만~3.75%이상
•조명등 일부 소등 

•개별 냉방기 운영 중지
단계별절전

주의 3.75%미만~2.5%이상 사무실지역 냉방 중지 등

경계 2.5%미만~1.25%이상
•여객(화물)청사중앙냉방일시중지

•발전전원 공급 확대(화물청사)

심각 1.25%미만 전체 발전전원 공급 준비체계 시행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 항항시설 및 여객·화물청사 운영 필수시설 발전전원 공급 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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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위하
여 노력하고 있나요?Q:

07  항공안전 및 보안 강화
>> 

 ━

한국공항공사는 2011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보안평가에서 공사의 수검

분야인 항공보안교육센터 운영분야에서 이행률 100%로 평가받아 세계평균 68.23%과 비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종합이행률 98.57%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사는 자체 보안감사활동을 개선하여 

2011년 국토해양부 보안감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9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식 국제항공보안교육기관으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11년 3월에는 ICAO 항공보안교육센터를 개관하고 ICAO 국제교육 정규과정을 개설하여 총 34

명의 항공보안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 소속된 ICAO 인증 항공보안 국제

교관 3명을 활용하여 국제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iCAO 항공보안교육센터 개관

한국공항공사는 테러 예방을 위하여 X-ray 검

색기, 폭발물 흔적 탐지기 등 검색과 대테러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 보고기간 내 

항공 및 공항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

다. 2011년에는 총 89회의 대테러 훈련을 실시

하고 매일 5회의 폭발물 안전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방지 훈련

공항보안의 핵심지역인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첨단 보안시스템 도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존의 종이·전자출입증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방식에서 전자출입증으

로 확인하고 얼굴인식을 동시에 처리하는 전자출입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는 등 경비과학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보안시스템 도입기반 마련

iCAO 국제교육 개설실적

항공보안업무 주요 성과

(단위 : 명)

iCAO 항공보안 교육 2009 2010 2011

항공보안 감독자(Supervisors) 7 - -

항공보안 교관(instructors) 8 18 8

항공보안 위기관리(Crsis management) - 18 -

항공보안 감독관(national inspectors) - - 14

항공보안 전문가(PmC) 13 - 12

항공보안

경진대회 개회

(약 280명 참가)

국토해양부 

보안감사

최우수기관 선정, 

장관 표창 

전국공항별 

공항 보안계획 

통합 

항공보안분야 

위탁관리업체  

SaL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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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임직원만족경영

Abstract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정책에 따라 인적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직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핵심 업

무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배분하고 본부별 책임경영체계를 정착하여 비전 2020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공사는 근로기준법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을 준수하며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What we do
1. 열린 고용

2. 성과 평가 및 보상

3. 일과 삶의 균형 지원

4. 노사 상생문화

KAC Overview

Sustainability Key Issues 10

Appendix 

● 임직원만족경영 추진체계

● 주요 성과

열린 기업문화 실천을 통한 경영인프라 혁신

직원만족 경영, 일할 맛! 나는 공항 만들기

가족감동 경영

가족이 힘이다.

행복경영

작은 행복! 큰 만족!

GWP 구현

일할 맛! 나는 공항

구분 2009 2010 2011

1인당 교육시간(시간)* - 53 55.3

내부평가제도 만족도(점) 69.6 73.5 73.3

복지 만족도(점/6) 3.92 4.11 4.19

노사커뮤니케이션만족도(% 43 5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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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고용을 실천하고 있나요?Q:
08  임직원만족경영
>> 

 ━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청년인턴, 고졸자 채용을 통해 세대 간 

균형을 이루고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사회형평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장애인 별도전형 

실시 및 저소득층 등에게 우대가점을 부여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채용과 승진, 보상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며 여

성인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

사는 채용에 있어 연령, 학력 등에 대한 제한

을 두지 않으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

입사원 초임은 대졸신입사원 기준 28,058천원이며 동일한 직급에서는 성별에 차이가 없습니다. 

임직원 고용현황과 임금은 홈페이지와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고용

한국공항공사는 계약직의 선택적 복지, 자녀 학자금 등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졸인력의 채용뿐만 아니라 육성을 지원하여, 산학협력 등으로  학위취득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후 약 4년경과 시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수준에 도달

하도록 하였습니다. 승진심사 기준 중 규정에서 학력차별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2011년 고

졸 출신 1급 승진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및 고졸인력 처우 개선

한국공항공사는 채용과정의 서류전형에서 소음피해지역 거주자 등 4개 분야에 사회형평 우대가

점을 두었으며, 장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별도의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구직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인재와 이공계 인력에 

대한 권고율 수준보다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신입사원 채용시 채용인원의 약 20%를 고졸자로 채용함으로써 학력보다는 능력

과 실력이 중시되는 열린고용사회 구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중 고졸자 차별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채용시에는 일반 지원자와 별도로 고졸자를 대상으로 별도전형을 실

시하였습니다.

사회형평 인재선발로

열린 고용사회 구현

여성인력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임직원 수(명) 1,762 1,643 1,630

여성 직원 수(명) 104 94 100

팀장이상 여성 직원 수(명) 3 4 5

iCAO 국제교육 개설실적

구분 선발인원(명) 주요내용

장애인 채용 3

장애인 별도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

- 별도 시험 공간(장소) 제공

- 시각장애인용 확대문제지 제공

- 합격자 배치시 본인 희망 반영

장애인 고용현황 56 임직원의 3.4%로 의무고용률 3%이상

지역인재 채용 15 39% 채용하여, 정부의 권고기준(30%)을 초과이행

이공계 인력 채용 26 67% 채용하여, 정부의 권고기준(30%)을 초과이행

청년인턴 채용 96 채용목표인 정원의 4%(68명)를 40% 초과달성

보훈대상자 고용현황 107 국가유공자의 고용율은 14.3%로, 공공기관 의무고용율(6%) 초과준수

고졸자 채용(‘12년도) 22
정규직 채용(44명) 중 8명, 청년인턴 채용(66명) 중 14명 
* 고졸자 별도 공개채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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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고 있나요?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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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향상시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직원의 니즈를 조사하여 인

적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경력개발제도(CDP)를 실행하여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자기개발계획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지원으로 직원의 경력개발과 관리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역량

과 성과중심의 평가와 보상의 연계로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11년 일반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하여 경력개발 분야를 5개 분야에서 14개 분

야로 확대하는 등 니즈를 반영한 인적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4차에 걸친 설명회

를 통해 전 직원이 전략 및 교육방향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직원의 니즈를 반영한 인적자원 

개발계획

2011년 사내교육, 사외교육, 해외교육,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여 약 800개 과정을 운영하여 

4,33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직원의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위하여 공사는 교육투자를 확대해나가

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교육훈련 예산은 전년대비18% 증가한 1,544천원입니다.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투자 확대

신입사원의 적응을 도와 중도 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3주간 진행되던 신입사원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입사원교육은 사전교육, 입문교육, 멘토링/OJT, 사후교육 과정의 4단계로 진

행되며, 실습위주의 과정을 설계하여 신입사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입사원의 조기적응 유도

HrD ViSiOn 2020 체계 수립

교육인원 현황

구분 2011년 과정 수 2009 2010 2011

사내교육(명) 117개 1,032 1,171 1,621

사외교육(명) 187개 337 341 386

사이버교육(명) 468개 2,965 2,129 2,287

해외교육(명) 27개 52 5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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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형 경력개발을 위하여 자기개발계획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였습니다. 개인별 역량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니즈에 따른 경력분야별 교육과정을 맵핑(Mapping)하고, 개인별 지식/스킬 수

준에 따른 등급에 맞춰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개발관리 고도화

직근 부서장(상위, 차상위)이 각각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피평가자

와 평가자의 연중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오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목표관리(MBO) 및 자

기개발계획서 실적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가능해졌으며, 인사 및 교육분야와 연계하여 성

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평가와 연계한 공정한 인사관리

인사 청탁, 연고, 학력 등 인사상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고 절차에 따른 공정한 승진자를 선정

하도록 1급은 3단계, 2급 이하는 4단계 절차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능력중심의 승진이 이

루어지도록 연공에 따른 경력점수를 축소하였으며, 팀장급 이상 보직은 100% 공모형태로 선발

하여 지원자의 성과와 역량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규 팀장급 발탁보임은 

승진자격시험 합격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였으며 2011년 19명이 발탁인사로 선발되었습니다.

공정한 승진제도

성과평가와 인사 및 보수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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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나요?Q:

08  임직원만족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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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니즈를 반영한 복지제도 개선으로 직원의 건강관리, 생활지원,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또한 해외사업 진출에 따라 파견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정비하여 직원의 복지만족도를 높였

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공항공사는 공공기관 부문 3년 연속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가족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휴식을 장려하고 맞춤

형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출퇴

근 시간의 조정이 가능해짐으로써 양육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남자직원

의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출산장려금을 최대 150만원으로 증액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감동경영 추구

한국공항공사는 단체상해보험 보장을 확대하

고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 연령대를 대상으

로 기본검진 외 정밀검진을 추가 실시하고 있

으며,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운동지도, 금연

관리, 질병예방 영양관리 프로그램 등 ‘내몸에 

맞춤’ 건강플러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 및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개선

한국공항공사는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L0)의 근로기준 법규와 산업안

전 보건관리 항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공동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며, 작업장 안

전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산업재해 Zero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안전

한국공항공사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퇴직준비 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및 창업을 지

원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확

정급여(DB)형 또는 확정기여(DC)형 제도를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 증권, 은행업권

별로 각 2개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직원의 성

향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

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지원제도 운영

육아휴직 신청 및 복귀율

구분 2009 2010 2011

육아휴직 신청자(명) 1 4 2

육아휴직 신청 남자직원(명) - - 1

육아휴직 복귀율(%) 100 100 100복리후생 프로그램

구분 내용

학자금 지원
•중/고 자녀 학자금 지급

•대학 자녀 학자금 무이자 융자

법정제도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

•경조금, 재해부조금 지급

•대학생 장학금 지급

•취미회 활동보조금 지급

•직원 결혼자금 대여

•주택 구입자금 대여

•선택적 복지카드 운영

기타제도

•단체 상해보험 가입

•영유아 보육료 지급

•출산지원금 지급

•휴양소 연중 운영

•체력단련실 개선, 운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인별 맞춤식 ‘식스팩 휘트니스’

• 질병예방 영양관리  

‘내몸이 좋아하는 밥상’

• 금연멘토링 ‘금연친구클럽’

• 공항직원 및 가족 건강지키기  

캠페인

• 임직원 고령화에 따른 연령별  

맞춤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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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창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나요?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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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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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100% 반영하여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2011년 5월 공정과 책임을 약속하는 노사행동규범을 대외에 선포하여 창조적 노사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사는 2011년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근로

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

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공

사 노동조합은 3급 이하 직원을 대상(2급 이

상 직원 및 청원경찰, 인사/노무/감사/비서업

무 종사직원 제외)으로 하며, 2011년 983명(정

규직 978명, 비정규직 5명)이 가입되어 있습

니다. 공사는 타임오프제, 복수노조제도 등 개

정 노동법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타임오프제의 합리적인 정착을 기반으

로 시간 추가축소에 합의하고법과 원칙에 의

한 합리적 조합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

단순히 노사간 소통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에 경영진이 100% 참여하는 충실한 

소통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CEO가 전국 16개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으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진과 직원이 격의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채널을 활성화하였습니

다. 본사, 지사, 지역본부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중심의 운영체계를 갖추고 협의안건

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 소통 강화

2011년 온라인 통합 고충처리시스템(IVOE)을 도입하여 직원이 고충을 상담하는데 상시적인 접근

이 가능하도록 하고, 20일 이상 걸리던 고충처리를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시스템에서는 인사고충, 성희롱, 직장갈등 등으로 구분하여 고충을 해소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개선

열린 소통 협의체 운영내용

협의체 협의내용 개최주기/실적

노사협의회 근로환경 개선, 경영방향 및 실적 설명 합의 분기별/48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장 안전, 근로자건강증진 사항 협의 필요시/4회

기금협의회 복지기금운용 협의(법인세차감전 순익 2% 출연) 필요시/5회

노사실무위원회 근로조건, 노사 파트너십 행사 등 전반 협의 매일/278회

고충처리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운영제도 CPO/고충처리위원회 CPO/고충처리위원회 IVOE/고충처리위원회

상담건수(건) 26 35 67

처리건수(건) 21 30 55

처리율(%) 80.7 85.7 82.1

처리기한(일) 20일 이내 20일 이내 10일 이내2009 2010 2011

CPO제도(2011년 IVOE)

고충처리위원회

21
19

37

30

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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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지역사회참여 강화

Abstract 
한국공항공사는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민기업 실현’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을 수립하고, 행복나눔, 교육나눔, 환경나눔 3대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

사 특성에 부합하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사

업,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사회

공헌 활동은 전국 24개 사회봉사단과 사회공헌팀이 주축이 되어 사회 전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

하고 있으며, 책임위원회와 리더연례회의를 통해 주요 계획을 의결, 점검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What we do
1. 소음대책사업

2. 차별화된 사회공헌

KAC Overview

Sustainability Key Issues 10

Appendix 

● 사회공헌 추진체계

● 사회공헌 주요 성과

구분 2009 2010 2011

주택방음지역 주민만족도(%) 90 91 92

기부금(백만 원) 723 1,547 1,784

총 봉사시간(시간) 28,340 24,820 26,267

임직원 봉사 참여율(%)* - -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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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Q:

09  지역사회참여 강화
>> 

 ━

2010년 9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공

항소음 저감활동 및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주민복지를 강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공사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과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1년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1년)에 따라 2015년까지 2,650

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및 학교의 방음, 냉방시설 등 주민지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

회, 정부, 공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음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

들의 의견이 반영된 신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2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53억 원의 국고지원과 지자체의 주민지원 사업비 분담으로 재원조달을 해결하여 안정적인 사

업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소음대책 중기계획에 의한 

사업 시행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운항 시 발생하는 소음을 상시 측정하고자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27개

소에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김해공항 등 3개소를 확충

하였으며, 매년 시설 확충을 통해 고소음 발생원을 추적하고 항공기 소음DB를 지속적으로 축적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와 항적자료를 항공소음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저소음 운항

절차를 위반한 항공기가 2011년 8편으로, 2010년 17편과 비교하여 53% 감소하였습니다. 공사는 

공항주변 소음영향도를 5년 마다 재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음감시 고도화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소음대책사업 범위에 대한 글로벌 수준(소음대책지역 75웨클 이상, 인근지

역 70웨클 이상)을 파악하고, 일본 나리타공항 사업범위를 적용하여 지원범위를 기존 75웨클에

서 70웨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범위가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는 주민이 기존 15만 명에서 소음

지역 24.6㎢, 인근지역 21.4㎢에 거주하는 33만 명으로 약 18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범위 

70웨클(WECPnL)*까지 확장

소음저감 노력

구분 2009 2010 2011

저소음 운항절차위반 항공기 (편) 38 17 8

소음대책지역 실내소음도(웨클):정부기준 60 웨클이하 44.3 40.6 36

김포공항 소음도 74.9 75.6 76.3

* 웨클(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항공기 최고 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주간, 야간, 심야시간

대별로 운항횟수를 가중하여 주민이 실제 느끼는 소음에 가깝게 산출한 소음평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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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가 9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소음도가 높은 순으로 

주택방음/냉방시설 설치, 학교 방음/냉방시설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학교 및 기초생활보

호자 대상 냉방시설 및 전기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복지 사업만 지원하였으나 소득증대사업까지 확대하여 지원에 대한 주민의 체감

도를 높였습니다. 2011년 총 63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원, 게이트볼 연습장, 복합주민센터, 영

농시설 등 생활 친화적이고 주민 밀착형 숙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현황

한국공항공사는 소음대책위원회에 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입회하에 소음을 측

정하여 측정 자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2011년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

작하고 유관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소음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2년부터 

소음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만 해소 노력

한국공항공사는 주택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317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이상이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적

극적인 주민지원 사업으로 공사는 3년 연속 주민만족도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주택방음지역 주민만족도 조사

주민지원사업 추진성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성과

구분 2009 2010 2011

주민지원사업

사업 수(개) 42 33 63

주택방음시설(호) 1,857 2,653 3,145

주택냉방시설(세대) - - 1,255

TV수신대 책(세대) 598 1,006 1,308

공영방송수신료(세대) - - 26,443

학교방음시설(개교) 8 20 1

학교냉방시설(개교) 16 1 2

소음환경 개선률(%) 46.6 51.9 58.3

구분 2009 2010 2011

주민만족도*(%) 90 91 92

* *주민만족도 RSI(Resident-Satisfaction Index):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방음 설치공사 가옥에 대하여 설치 후 

방음효과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90%이상은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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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조직도

사회공헌활동 지출 내역

공사만의 특화된 사회공헌활
동을 추진하고 있나요?Q:

09  지역사회참여 강화
>> 

 ━

한국공항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은 행복나눔, 교육나눔, 환경나눔 3대 분야에서 공사 특성에 맞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사회공헌기업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랑나눔을 실천하

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4개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전사적 사회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효과적인 사회봉사활동 수행을 위하여 사회공헌팀을 사무국으로 24개 봉사단이 지역사회 현

장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최초로 11개 기관과 ‘사회공헌 민간전문가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사업별로 NGO와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를 통해 직원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직원의 96%가 참

여하였습니다.

사회봉사단 중심의 지역사회 

참여 봉사활동

공사는 임직원이 자발적인 사회봉사 참여 의지를 대내외 천명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사랑나

눔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봉사단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

여 직원은 연간 사회봉사에 8시간 이상, 임원은 1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CEO는 국가유공자 주택 리모델링 등 34시간, 직원은 1인당 평균 15.6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사회봉사 의무 참여제 도입

 구분 2009 2010 2011

모금 세전이익(백만 원) 55,556 85,780 156,664

지출 기부금(백만 원) 723 1,547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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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활동내역

2011년 주요 사회공헌 활동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의 특성에 맞춰 2010년부터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모

범적인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2010년 1개 프로그

램에서 2011년 6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하여 66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모국방문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해외캠프, 멘토링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사만의 특화된 사회공헌 프로

그램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확대추진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의 특성에 맞춰 2010년부터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모

범적인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2010년 1개 프로그

램에서 2011년 6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하여 66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모국방문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해외캠프, 멘토링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사만의 특화된 사회공헌 프로

그램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11년 주요 사회공헌 활동

사회공헌활동 지출 내역

구분 2009 2010 2011

임직원 봉사 참여율(%) - - 85.6

매칭그랜트 참여율(%) 86 82 96

총 봉사시간(시간) 28,340 24,820 26,269

1인당 평균 봉사시간(시간) 14.4 14.6 15.6

프로그램 파트너십 내용 참가자

모국방문 후원사업 대한적십자사/서울특별시
동남아 결혼이주여성 ‘고향방문 프로젝트’ 

1가정 당 4인 왕복항공권 및 체재비 지원

154가정 

553명

청소년 해외캠프 (사)글로벌투게더

‘우리는 한-베 외교관’

(we are bridge makers) 

엄마나라 역사·문화 체험(베트남 하노이)

20명

멘토링 활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한적십자사
‘미래 꿈나무 키우기’ 1:1 멘토링 활동, 생활

용품 지원 및 학습지원

32가정 

53명

공부방 환경개선 어린이재단
아동에게 ‘공부방 선물하기’, 도배 등 환경

개선 및 컴퓨터 등 기자재 지원
3가정

다문화 영어마을 대한적십자사
결혼이주여성 취업(영어 강사 일자리 제

공), 저소득층 아동 영어학습 기회 제공

3명/ 

30명

생활수기 공모전 어린이재단
제1회 생활수기 공모전 ‘일곱빛깔 무지개’

상금 지급 및 모국방문 기회 제공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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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동반성장과 
상생협력

Abstract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 상주기관,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파트너와의 상생

협력은 필수입니다. 공사는 동반성장을 통한 World-Class 공항기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파트너

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동반성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54개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성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hat we do
1. 소음대책사업

2. 차별화된 사회공헌

KAC Overview

Sustainability Key Issues 10

Appendix 

● 동반성장 추진체계

● 주요 성과

비전

전략

방향

전략

과제

동반성장을 통한 World-Class  공항기업 구현

동반성장의 선도적 역할

 •동반성장 인식 전환

•공정거래, 성과공유

•사회적 책임 공유

역량있는 파트너

 •윤리(투명)경영 확립

•자기혁신 노력

•경쟁력 강화, 신뢰확보

KAC

소통

소통강화 

인프라 구축

역량

협력업체

경쟁력 제고

복지

상생문화 

조성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구분 2009 2010 2011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체결업체 수(개) - - 54

전자 입찰 비율(%) 97.9 98.0 98.5

중소기업 구매비율(%) 47.2 68.7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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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나요?Q:

10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 

 ━

한국공항공사는 동반성장 업무를 전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생경영팀을 신설하고 동반성

장 추진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경영팀은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

하며, 동반성장 추진TF팀은 동반성장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동반성장 사이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Flytogether.airport.co.kr)’를 구축하여 

협력업체와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생경영을 지원하며, 부패신고센터 및 윤리경영 사이버교육 등 협력업체의 고충처리 방법을 안

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주관의 간담회를 연4회 시행하며, 지사별 간담회를 매분기마다 1회 

시행하여 공사의 상생경영을 공유하고 협력업체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문화 조성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직무향상 교육 및 기술교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

스 역량교육, 사이버 어 학교육 외에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항공기 지원시설기술교류를 시

행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고도화에 따른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유지보수 전문교

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컨베이너, 탑승교 등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협력업체에 전수

하였습니다.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한국공항공사는 기업친화적인 대금결재 조건을 실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개선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납품검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대금지급기간을 단축하고, 납품대금전액을 현

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일자를 사전에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급금 지급비율을 계약금액의 평균 50%에서 최고 70%로 확

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자금 운용력 강화를 위한 공공구매론 제도를 도입하

여 8개 업체에 8.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을 보장하는 납

품가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금지급 개선 및 금융지원

협력업체 역량강화 지원 현황

금융지원 실적

구분 2009 2010 2011

서비스 역량교육(명/회) 2,568명(154회) 2,791명(142회) 2,939명(152회)

사이버 어학교육(명) - - 153명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명) - - 2명

항공기 지원시설기술교류(명) - - 14명

구분 2009 2010 2011
선금지급 억 원 - 561 571
공공구매론 억 원 -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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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정부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실적은 80.6%로 정부의 권장정책 목표인 50%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공

사는 중소기업의 항행시장 개척을 위하여 기술 및 연구 분야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행장

비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시험운영 Test-Bed를 제공하며 공동개발 장비마케팅을 지원하여 중소

기업의 항행관련 기술접목 및 개발, 공동장비 마케팅, 판매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이끌고 있습

니다. 2011년 유양산전 등 14개 업체와 항행장비를 공동연구·개발하였으며, 대명정보통신 등 3

개 업체와 항행장비 공동시장진출을 이루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한국공항공사는 공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그룹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모든 계약체결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준수토록 계약서(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있

으며, 미이행 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되어 원천적으로 인원 및 권리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체

계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의 감독자 및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이 참여하는 간담회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인권침해, 업무환경 등에 대한 이행실태점검 시행 등 모든 협력업체의 인권 현황을 정

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 내 인권보호 확대 노력

중소기업 지원 실적

협력업체 인권보호 주요 활동

구분 2009 2010 2011

전체 구매액(억 원) 2,495 2,424 2,155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총 구매액(억 원)/비율(%) 1,776/47.2 1,666/68.7 1,737/80.6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총 구매액(억 원)/비율(%) 13.0/0.5 12.3/3.8 26.4/10

공동연구개발 지원
건수/참여기업(건/개) 3/2 8/6 24/14

R&D 예산(억원) 34 37 56.9

시장공동진출

사업 건수(건) 7 6 3

협력민간기업 수(개) 1 5 3

사업규모(억 원) 46 83.4 89.9

해외수출(판촉)지원
지원대상 기업 수(개) 1 1 1

수출계약 상담금액(억 원) 14 45.5 82.7

구분 운영횟수 내용

협력업체 이행실태점검 연 1회 총괄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내 명시한 사항의 이행현황 점검

협력업체 간담회 연 4회 이상 근로자의 인권상 불이익 요소 파악 및 실태 점검

동반성장 협의체 연 2회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환경 및 권리보호를 주요한 회의과

제로 선정,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검토

동반성장사이버지원센터/협력

업체 고충처리 접수처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

근로자의 인권 및 권리침해 발생 시 본사 차원의 직접적인 

조사와 문제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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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원도급사에 지급하여 하도급업체로 대금이 지급되었으나,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연 및 채권·어음 지급을 차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

여 매월 1회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원도급자가 선금을 수령하면 하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011년 120억 원(135건)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수령기간이 18일에서 3일로 15일 단축되었습니다.

하도급 거래 개선

협력업체의 선정 및 평가에 있어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항시설 위탁관리 SLA*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공항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지표를 운영과 외부전문가 및 위원회 운영으

로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업체선정 시 청렴, 윤리경영 위반사례는 감점요인이 되며 안전사

고율, 고객만족도 등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고루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업체선정 및 평가

전자 입찰제도 현황

투명한 계약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Q:

10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 

 ━

투명하고 공정한 상생의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09개 업체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공정거래 

이행 등에 대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소액수의계약 대

상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전자 입찰 비율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구분 2009 2010 2011

전체 입찰 건수(건) 729 788 888

전자 입찰 건수(건) 714 772 875

전자 입찰 비율(%) 97.9 98.0 98.5

* 서비스수준평가(SLA: Service Level Agreement) : 업무공급자와 발주자간 과업 수행 범위에 대한 업무수준을 상호 협약하여 과업 수 행의 

결과를 측정하고, 성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를 지급하는 성과공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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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ustainability Performance

제 3자 검증 의견서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결과

ISO 26000, GRI, UNGC index

수상실적 및 단체가입 현황, 인증 실적

준법현황

GRI Application Level Check

독자의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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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09 2010 2011

매출액 억 원 4,337 4,885 5,686

항공운송사업 억 원 2,107 2,403 2,628

컨세션사업 억 원 2,223 2,455 3,034

해외공항사업 억 원 0.1 0.1 1.5

부동산개발 등 억 원 - - 139

R&D사업 억 원 6.7 27.1 22

국내여객수송량 천 명 36,102 40,406 41,990

국제여객수송량 천 명 5,602 7,316 8,334

국내화물수송량 천 톤 531 516 555

국제화물수송량 천 톤 97 119 146

국제 - 국제 환승객
(7~12월)

명 10,207 19,242 25,594

특허출원 건수 건 10 10 20

구분 2009 2010 2011

정부보조금 186 187 200

구분 2009 2010 2011

유 동 자 산 383,057,262 390,419,094 509,692,233

비 유 동 자 산 2,198,466,163 2,258,286,450 2,296,330,095

자 산 총 계 2,581,523,426 2,648,705,545 2,806,022,328

유 동 부 채 126,023,835 143,432,663 148,940,050

비 유 동 부 채 122,631,175 110,015,310 158,814,596

부 채 총 계 248,655,010 253,447,974 307,754,646

납 입 자 본 2,089,741,165 2,091,371,165 2,092,408,165

이 익 잉 여 금 107,447,274 166,710,218 270,489,486

기타자본구성요소 135,679,976 137,176,187 135,370,030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자본

2,332,868,415 2,395,257,571 2,498,267,681

자 본 총 계 2,332,868,415 2,395,257,571 2,498,267,681

 주요성과지표

 정부보조금 지원현황

 주요재무현황
(단위 : 천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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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ppendix APPENDIX
구분 공항명 전기 연료 차량 합계

공항별

온실

가스 

배출량 

(t C O₂)

김포 20,501 2,490 983 23,974

김해 7,834 2,173 218 10,225

제주 7,888 1,519 144 9,551

대구 1,467 628 19 2,114

울산 899 179 49 1,128

청주 1,460 675 48 2,183

무안 1,449 1,024 60 2,533

광주 814 261 21 1,095

여수 1,211 275 58 1,544

포항 620 215 20 854

양양 907 91 43 1,040

사천 325 1 13 340

군산 114 0 10 124

원주 102 40 14 156

항시본 1,338 214 18 1,570

항시원 337 159 27 523

공항별

에너지

사용량

(toe)

김포 10,113 1,131 373 11,617

김해 3,864 1,004 84 4,952

제주 3,891 625 49 4,565

대구 724 292 6 1,022

울산 443 83 17 543

청주 720 312 16 1,049

무안 715 421 20 1,156

광주 401 121 7 529

여수 598 96 20 713

포항 306 99 7 412

양양 447 32 14 493

사천 161 0 5 165

군산 56 0 4 60

원주 50 14 5 69

항시본 660 111 6 777

항시원 166 56 9 231

구분 단위 2009 2010 2011

조류충돌발

생건수

김포공항 건 18 14 6

제주공항 건 18 18 8

안전

지상안전사고 
발생건수

건 0 1 0

폐기물 배출량 톤 3,143 3,139 2,757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사용량 toe 28,500 28,614 28,354

하수배출량 ㎥ 629,845 711,038 527,010

용수사용량 ㎥

녹색구매비율 % 97.0 97.5 96.3

친환경기술개발 건 1 1 2

법규준수
환경법규

건 0 0 0
위반건수

환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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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09 2010 2011

고용현황

정원 명 1,696 1,696 1,742

현원 명 1,762 1,643 1,630

비정규직인원 명 12 14 18

정년퇴직인원 명 4 30 13

명예퇴직인원 명 133 82 30

평균근속연수 년 16.4 17.4 17.8

직원 이직 건수비율
남 % 0.66 0.36 0.32

여 % 2.80 0.96 1.06

연령별직원분포

19~20세 명 58 20 50

30~39세 명 389 256 258

40~49세 명 909 895 879

50~59세 명 405 471 442

60세 이상 명 1 1 1

소수인력 현황

여성직원 수(비율) 명(%) 104(5.9) 94(5.7) 100(6.1)

팀장이상 여성수(비율) 명(%) 3(0.17) 4(0.24) 5(0.31)

장애인(비율) 명(%) 37(2.1) 38(2.3) 56(3.4)

정규직 채용

여성 명 1 - 9

장애인 명 - - 3

지역인재 명 - - 15

고졸인력 명 - - -

특성화고 명 - - -

이공계 명 1 - 26

전체 명 6 1 39

비정규직 채용

청년인턴 명 148 95 96

전문계약직 명 3 4 3

고졸직무계약직 명 - - 2

단시간근로자 명 - - 6

교육시간 및 투자
1인당 교육시간 시간 - 53 55.3

1인당 교육투자 천원 1,680 1,308 1,544

복리후생
직원 만족도

개인측면
5점 만점

3.86 4.09 4.08
조직측면 3.95 4.24 4.25

육아휴직 이후 성별 복직 및 유지비율 % 100 100 100

윤리경영
국민권익위원외 종합청렴도 점 9.48 9.56 면제1)

부패건수 건 0 0 0

고객만족도

VOC 처리만족도 점 74.1 79.7 82.0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점 93.4(우수) 95.5(우수) 96.4(우수)

안전보안사고 건 0 0 0

지역사회

소음대책지역 주민 수 명 15만 15만 33만

일자리 창출(과제)2) 명 - 3,690 7,764

직원 1인당 사회봉사 시간 시간 14.4 14.6 15.6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 47.2 68.7 80.6

공동연구개발 지원건수/참여기업 건/개 3/2 8/6 24/14

사회전반 법규위반 건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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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ppendix APPENDIX
‘2012 한국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진 귀중

산업정책연구원(이하 검증인)은 제3자 검증기관’

으로서 ‘2012 한국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책임 및 목적

보고서 작성에 포함된 지속경영 목표 설정, 성과

관리, 정보의 수집,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주장에 대한 책임은 한국공항공사에 있

습니다. 본 검증보고서는 보고서 내 중대한 오류

나 편견을 담고 있는지 여부, 정보수집시스템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지속경영이슈의 도출 및 

프로세스 검토하여 보고서 품질 개선을 위한 의

견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성

검증인은 한국공항공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 대한 의

견 제시 외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검증작업

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기준

본 보고서의 검증 작업은 이하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1) AA1000Assurance Standard(2008)  검증기준

2) GRI G3.1 지속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3) BEST 가이드라인 

검증유형 및 수준

본 보고서의 검증은 AA1000 AS(2008)기준의 

Type 1과 중위수준(Moderate level)에 따라 검증

을 진행하였습니다.

-  검증인은 Type 1에 따른 검증을 진행하기 위

해 ‘2012 한국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제시된 데이터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AA1000 

AS(2008)의 3대 원칙(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에 근거하여 공시자료 및 보고시스템, 성과관

리 방식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제공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는 본 검

증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검증인은 보고내용에 대해 오류를 낮출 

수 있을 정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각 성과 

영역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중위수준에 부합한 검증을 수행

하였습니다. 

검증범위 및 방법

본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1) 보고

내용의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에 대한 평가, 2) 

GRI/BEST 지속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지

표 충족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개된 데이터의 출처 및 관리 부서 검토

-  영역별 성과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보고 과정

의 적합성 검토

-  보고서에 수록된 재무정보와 감사보고서의 일

치 여부 검토

- 미디어 분석과 보고기간 동안의 관련 문서 검토

- 중대 이슈 도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토

- 중대 이슈에 대한 대응시스템

-  보고된 경제, 사회, 환경 성과에 대한 검증 실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GRI/BEST 가이드라인 

적용수준 

제한사항

- 보고된 각 성과에 대한 데이터 적합성 검토

- 해당 보고기간에 대한 자료 및 공개된 정보

   에 근거한 검증 진행

-  성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진행되지 않음

검증의견

상기 검증범위와 방법, 제시된 평가기준에 근거

하여 본 검증인은 보고서에 실린 보고내용에 중

대한 오류나 편견이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하였

습니다. 주요 검증결과는 본 보고서를 통해 제시

하며 세부 검증결과 및 권고사항은 한국공항공

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포괄성(InclusIvIty)] : 한국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참

여 프로세스가 적정한가?

검증인은 한국공항공사가 지속가능경영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개발 및 지

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

공항공사는 이해관계자를 임직원, 고객, 협력업

체, 정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범위

를 설정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활동으

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높이 평가합니다.

-  각 이해관계자 별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점

-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주

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점

-  경영활동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자들과 추진방향을 공유하며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1) AA1000AS(Assurance Standard) : 영국에 소재한 사회책임경영 관련 비영리기관인 AccountAbility에서 1999년에 사회적, 윤리적인 회계, 감사, 보고에서의 질을 향상하여 조직 

전반적인 성과와 책임성을 증진시키고자 개발된 지속경영보고서 검증기준으로, 2008년에 개정된 버전을 2010년부터 적용하도록 함

2) GRI G3.1 가이드라인 : 1997년 국제 환경단체연합인 환경책임경제연합(CERES)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합작하여 제정한 지속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2006년 10월 

발표한 G3를 바탕으로 인권(Human Right), 성(gender), 지역사회(Local Community)의 내용이 확대 및 보완된 G3.1을 2011년 3월에 발표함. 향후 2013년에는 네 번째 개정판 G4를 

발표할 예정임

3) BEST 지속경영 가이드라인 : 국내 기업의 지속경영보고서 확산을 목적으로 윤경SM포럼이 2006년 지식경제부, 산업정책연구원(IPS),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으로 제작한 

지속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보고수준을 5단계로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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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추진 방향 수립 시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 니즈 및 반영현황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고년도

에 해당하는 성과를 보고하기를 권고합니다. 또

한 추진 방향 및 전략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는 의

사결정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기를 권고합니다.

[중대성(MaterIalIty)] : 본 보고서는 

한국공항공사와 경제, 사회, 환경에 걸쳐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한국공항공사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

공해야 할 중대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외하

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미디

어분석, 관련기업분석, Trend & Impact 분석, 

ISO26000 이행수준진단,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

터뷰를 통해 핵심 이슈를 도출하여 공사의 지속

가능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이

해관계자의 관심도를 기준으로 이슈를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

을 높이 평가합니다.

-  다양한 내부 및 외부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

고 체계적인 이슈 도출 툴을 통해 이슈를 도출

한 점

-  도출된 26개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함으로써 핵심 이슈 중심의 보고를 하고

자 노력한 점

-  지속가능경영 트렌드 및 이슈를 반영하여 공

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생 이슈를 도출하

여 관리하고 있는 점

향후에는 주요 이슈를 시계열 관점에서 분석하

여 이슈 변화 추이를 보여주었으면 하고 신생 이

슈에 대한 관리 및 연도별 신생 이슈에 대한 분

석을 통해 공사의 지속가능경영에 있어 주요 현

안을 파악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별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중요도가 높은 이슈를 관

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를 권고

합니다.

[대응성(responsIveness)]: 본 보고서

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한국공항공사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

케이션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

다고 판단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기업 내?외부

의 지속가능경영에 중대한 사안을 파악할 수 있

도록 이해관계자 그룹에 맞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응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높

이 평가합니다.

-  이해관계자 별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

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관련 이슈를 

보고한 점

-  전사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기한 이슈를 보고한 점

-  제기된 이슈 대응 차원으로 이해관계자 별 이

슈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

향후에는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

해관계자들이 좀 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효

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을 권고합

니다.

[GrI 적용수준]

검증인은 본 보고서의 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이 ‘A+’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Best 충족률]

본 보고서의 BEST 기준 보고율 및 정보의 심도

를 고려한 결과, BEST 가이드라인 5단계 중 정

착형인 제 4단계를 94.9%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Best 지표 충족률

권고의견

본 검증인은 ‘2012 한국공항공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1)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목차(Key 

Issues)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점 2) 이해관계자 

참여를 중요시하여 이해관계자를 광의의 지배구

조로 보아 협의의 이해관계자(주주, 이사회 등)와 

연계한 점 3) 지속가능경영 트렌드와 공사의 이

슈를 연계하여 이슈를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합

니다. 다만 향후에 발간될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  한국공항공사만의 고유 특징을 살린 보고서 

구성(형식, 콘텐츠 등)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도와 

구체성을 가지고 쉽게 기술

-  성과의 비교가능성 고려(시계열, 동종업계 대

비 등)

-  정성과 정량성과의 적절한 연계(경제성과의 경

우 정량지표와 비전 및 경영실적 등을 연계하

여 정성적 기술 보완, 사회성과의 경우 정량지

표에 대한 성과 보완)

-  공사 성격 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전사 비전 및 전략과 환경경영과의 연계가 필

요하며 환경경영에 대한 전사적 노력과 성과, 

보고 필요

본 검증보고서 및 별도로 제출된 권고서한을 바

탕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다 체계화된 지속경영 

및 보고서 발행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검증기관의 적격성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검증을 의뢰 받은 (사)산업

정책연구원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을 

수행하는 ‘제3자 검증기관’으로, 1993년 설립되어 

2002년부터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지속경영 

관련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기관입니다. 검증

단은 경영전반, 회계, 환경 등 전공자로서 국내 주

요 대학 교수진 및 지속경영 자문에서 경험을 쌓

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고서 발간연도 2012년

발간회수 4차

단계 4단계

충족률 94.9%

2012년 8월 9일 

(사)산업정책연구원 원장 

김  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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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기준

KSA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용역의 일

환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의거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진

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진단 보

고서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사회적 책임 프로세스와 7대 핵심주제별 성

과를 진단한 결과입니다.

진단 범위

KSA는 한국공항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

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이행 성과 등을 진단하

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중장기 

전략 및 사회책임경영 전략, 이해관계자 참

여,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진단하였습니다.

진단 방법

KSA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한 TFT

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관련 근거 수집을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

행하였습니다.

-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활

동•성과에 관한 내부 자료 검토

-  한국공항공사의 사회책임경영 이슈별 담당

자의 인터뷰 수행

Iso 26000 사회적 책임 프로세스별 

진단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공익성을 바탕으로 ‘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의 비

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확대’를 

전략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2008년 최초 지속가능경영보고

서 발간 이후 매년 이해관계자 참여를 실시하

고 중요한 이슈를 도출하여 지속가능성을 중

장기경영 전략 및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경영전략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추진체

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계약직 및 조직의 가치

사슬로 확대하고, 현재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지표 및 목표에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가 

모두 포함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전사적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체계적 

실행 및 관리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제

언합니다.

Iso 26000 7대 핵심 주제별 진단 결과

 조직 거버넌스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현을 위해 전담 의사결

정 기구인 사회책임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활성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책임위원회를 이사회 산하로 재정

립하고, 사회적책임 목표 수립과 지속적인 성

과 관리를 권고합니다.

 인권

7개 핵심주제 중 인권부분이 상대적으로 취

약하며 특히 고충처리 및 근로에서의 기본원

칙 준수에 있어 소극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권 정책의 명문화와 실사 강화 

등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에 적극적

일 것을 제언합니다.

사회적 책임 프로세스 진단 결과

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조직의 현상황을 검토사회적 책임 인식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의사소통

쟁점 검토와 조직 내부역량 분석을 통해 쟁점목록 작성핵심주제와 쟁점 분석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 개선으로 연결개선

조직역량을 고려해 개선관리해야 할 쟁점의 우선 순위,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

우선 순위와 실행전략 

수립

전략과 비전,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행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검토, 참여전략을 수립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성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과 보고검증

사회적 책임인식 88.0점

93.3점

86.7점

83.3점

80.0점

85.0점

86.7점

88점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

핵심주제와 쟁점에 대한 분석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 수립

실행

의사소통

검증

개선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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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행

GWP 정책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단시간근로를 도입하

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CEO의 친화적 리더십

으로 최근 3년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았으

며, 무재해 700일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임

직원의 정신 건강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

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환경

‘저탄소 녹색공항’을 비전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경영

보고서 발간,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녹색발

자국 남기기 운동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항주변

의 자연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을 위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할 것을 권고

합니다.

 공정운영관행

청렴문화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청렴사직서약 

결의, CEO청렴 훈시, 반부패 청렴서약 선언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부패 인프라 및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한 청렴문화 내재화

를 강화한 결과, 3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과 더불어 공기업 유일 청렴 선도기관으

로 선정되는 등 반부패 윤리경영 정책 및 실

천이 우수합니다.

 소비자 이슈

홈페이지, 알리오 및 공항 내 안내데스크에 

CS Letter(반기에 1회 발간)를 비치하여 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항시설 설계 

시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

의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

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항공

사 및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

육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권고합니다.

 지역사회 발전

소음대책지역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특성화 프

로그램, 사회복지, 교육문화 ,환경 분야, 1사1촌 

자매결연, 각종 기부금 및 전달 행사 등 사회

공헌 활동이 매년 상승하는 것은 고무적인 성

과로 평가됩니다. 향후 의료기관과의 MOU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무

료검진 및 의료 지원 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

되도록 보건 분야의 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진단 결론

한국공항공사는 ISO 26000 대응 수준 자가 진

단 결과, 프로세스 측면은 100점 만점에 평균 

86.4점을, 성과 측면은 평균94.9점으로 평가되

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프로세스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체

계화되어 있으며, 성과 측면에서는 인권과 환

경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나 거버넌스, 노

동, 공정운영관행,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부분

은 우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고유 사업 전략과 연계하여 체

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개선할 것을 권고

합니다.

2012년 8월 

한국표준협회 회장 

김  창  룡 

사회적 책임 성과 진단 결과

사회적 책임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기존의 시스템, 정책과 관행을 통합하는 활동조직 거버넌스

조직과 파트너, 공급자 등 조직과 타조직간 거래의 윤리적 행동에 관심을 두는 행동공정운영관행

환경에 미치는 조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직의 결정과 활동의 의미를 고려하

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활동

환경

지역사회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

는 활동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소비자 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정보와 계약, 지속가능소비 촉진 등 소비

자 권리 보호 활동

소비자 이슈

조직내와 조직의 영향권 내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준수하며 실현하는 활동인권

조직내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노동관행

조직 거버넌스 100.0점

89.7점

96.9점

88.7점

100.0점

92.1점

96.9점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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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원칙 6.8.2 지역사회 참여 32~33 ●

경계 프로토콜 6.6.5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4 ●

전략 및 분석

1.1 

최고 의사 결정권자 (예: CEO, 회장 또는  

동급 임원)가 보고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

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6.2

조직 거버넌스

6~7 ●

1.2 주요 영향, 위험 요인 및 기회에 대한 기술 6.2
22~25,

34~35
●

조직프로필

2.1 조직 명칭 13 ●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6~17 ●

2.3 
주요 사업부서, 운영 회사, 자회사, 합작  

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 구조
6.2 조직 거버넌스 13, 17 ●

2.4 본사/본부 소재지 13 ●

2.5 

보고 조직이 영업 중인 국가 수, 주요 사업

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13, 16~17 ●

2.6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18~19 ●

2.7 
대상 시장 (지역별 구분, 사업 분야,  

고객/수익자 유형)
16~17 ●

2.8 보고 조직의 규모 13, 18 ●

2.9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 구조상의 중대한 변화
18~19 ●

2.10 보고 기간 중 수상 내역 8~9 ●

보고 매개변수

3.1 보고 대상 기간 (예: 회계 연도/달력 연도) 4 ●

3.2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존재하는 경우) 4 ●

3.3 보고 주기 (매년, 격년 등) 4 ●

3.4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4 ●

3.5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32~35 ●

3.6 
보고 경계 (예: 국가, 사업부, 자회사, 임대 

시설, 합작 회사, 공급업체)
4 ●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 경계 상의 구체적인 

제한사항
4 ●

3.8 

합작 회사, 자회사, 임대 시설, 외주 업무 등 

기간별 또는 조직간 비교 가능성에 큰 영향

을 줄 수 있는 객체에 대한 보고 기준

4 ●

3.9 

성과 지표 등 기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용된 예측을 뒷받침하는 가정과 기법을 

포함한 데이터 측정 기법 및 계산 기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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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로  

인한 효과 및 재기술 사유
4 ●

3.11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 방식 상의 큰 변화
4, 10~11 ●

3.12 
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부록 ●

3.13 

외부 검증을 구하기 위한 정책 및 현재 

활동. 외부 검증의 범위와 기준. 

보고 조직과 검증기관 간의 관계

7.5.3 검증 부록 ●

지배구조, 책임 및 참여

4.1 
조직의 지배구조 - 전략 수립, 전사적 감독 

등을 책임지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포함
6.2

조직 거버넌스

18~19 ●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 6.2 18~19 ●

4.3 

이사회가 일원화된 조직의 경우, 이사회에

서 독립적인 또는 임원이 아닌 구성원의 

수와 성별 명시 

6.2 18~19 ●

4.4 
주주와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6.2 18~19 ●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 관리자, 임원 등에 대

한 보상(부서별 구성 포함)과 조직의 성과  

(사회/환경 성과 포함) 간의 관계

6.2 18~19 ●

4.6 
이사회 내의 이해 관계상의 충돌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6.2 18~19 ●

4.7 

경제/환경/사회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

회 구성 및 이사회에 의한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 기준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성별 및 다양성지표들을 포함) 

6.2 18~19 ●

4.8 

경제/환경/사회 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미션/핵심가치 진술문,  

행동 강령 및 원칙

6.2 26~27 ●

4.9 

이사회가 경제/환경/사회 성과 파악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절차 - 관련 위험 요소 및 

기회,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행동 강령 

및 원칙 준수 포함

6.2 19 ●

4.10 
이사회 자체의 성과, 특히 경제/환경/사회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6.2 19 ●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6.2 18~19 ●

4.12 
경제/환경/사회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6.2 6, 27 ●

4.13 
협회 (예: 산업 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정책 

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6.2 부록 ●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6.2 32~35 ●

4.1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6.2 32~33,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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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6.2

조직 거버넌스

32~35 ●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

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6.2 32~35 ●

경제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 예: 수익, 영업 비용, 직원 보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이익잉여금, 자본비용, 세금 등

6.8/6.8.3/

6.8.7/6.8.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지역사회 

참여/부와 소득창출/사회적 투자
60~61 ●

EC2
기후 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6.5.5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50~51, 

62~63
●

EC3 연금 지원 범위 6.4.4/6.8 78~79 ◐

EC4 정부 보조금 수혜 실적 - ●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성별 임금 비율
6.4.4/6.8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77 ●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6.6.6/6.8/

6.8.5/6.8.7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지역사회 참여와 발전/고용

창출과 기능개발/부와 소득창출 

- ●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및 

현지 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6.8/6.8.5/6.8.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고용창출과 기능개발/부와 소득창출 - ●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지원 형태구분 포함)

6.3.9/6.8/6.8.3/

6.8.4/6.8.5/6.8.6/

6.8.7/6.8.9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지역

사회 참여/

교육과 문화/기술개발과 접근/

부와 소득창출/사회적 투자

40~45 ●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영향의 범위 포함)

6.3.9/6.6.6/6.6.7

/6.7.8/6.8/6.8.5/

6.8.6/6.8.7/6.8.9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재산권 존중/필수 서비스 접근/지역사회 참여와 발전/고용

창출과 기능 개발/기술개발과 접근/

부와 수입 창출/사회적 투자

62~63 ●

환경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6.5/6.5.4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49 N/A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49 ●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49 ●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49 ●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52 ●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제품/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

한 에너지 감축량

56~57 ●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52,54 ●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51 ●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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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6.5/6.5.4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51 ●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

6.5/6.5.6
환경/환경보호, 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 ◐

EN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 ◐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 ◐

EN15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 지정 멸종 위기종 

(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중대한 

환경적 영향

- N/A

EN16 직ㆍ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6.5/6.5.5 환경/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54 ●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54~55 ●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6.5/6.5.3 환경/오염방지

- ●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51 ●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51 ●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51 ●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N/A

EN24

바젤 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 ●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6.5/6.5.4/6.5.6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환경보호, 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 ●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6.5/6.5.4/

6.6.6/6.7.5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지속가능한 소비
48~57 ●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6.5/6.5.4/6.7.5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지속가능한 소비 - N/A

EN28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

전적 제재 건수
6.5 환경 52 ●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

한 환경 영향
6.5/6.5.4/6.6.6

환경/지속가능한 자원 이용/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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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6.5 환경 50 ◐

노동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LA1 
성별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6.4/6.4.3 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

77 ●

LA2 
신규직원 채용 그리고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연령층, 성별 및 지역별)
77 ●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사업장 중요지역별)

6.4/6.4.3/6.4.4
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79 ●

LA4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6.4/6.4.3/6.4.4

6.4.5/6.3.10

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근로

조건과 사회적 보호/사회적 대화/

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81 ●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단체 협약에 명시 여부 포함)

6.4/6.4.3/

6.4.4/6.4.5

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근로

조건과 사회적 보호/사회적 대화
- ●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6.4/6.4.6 노동관행/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79 ●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지역별 및 성별)
- ●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6.4/6.4.6/6.8/

6.8.3/6.8.4/6.8.8

노동관행/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지

역사회 

참여/교육과 문화/보건

- ●

LA9
노동 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 사항
6.4/6.4.6 노동관행/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79 ●

LA10 직원 형태별 및 성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6.4/6.4.7
노동관행/직장에서의 

인간 개발과 훈련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 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6.4/6.4.7/6.8.5 노동관행/직장에서의 인간 개발과 훈련/고용창출과 기능개발 79 ●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성별 비율
6.4/6.4.7

노동관행/직장에서의 

인간 개발과 훈련
78 ●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직원 범주(형태)별 구성 

현황 (성, 연령, 소수 계층 등 다양성 지표 

기준)

6.3.7/6.3.10/

6.4/6.4.3

차별과 취약그룹/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노동관행/고용과 고용관계
77~78 ●

LA14
사업의 중요위치에 따른 직원 범주별 여성

직원의 남성직원 대비 기본급 및 보상 비율

6.3.7/6.3.10/

6.4/6.4.3/6.4.4

차별과 취약그룹/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노동관행/고용

과 고용관계/근로조건과 사회적 대화
- ◐

LA15 육아휴직 이후 성별 복직 및 유지비율 

취약그룹에 대한 차별금지/ 

기업 및 지역구성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보장

- ●

인권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HR1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과 계약 건수 및 비율

6.3/6.33/6.3.5/

6.6.6
인권/실사/공모회피/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83 ●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 및 기타 협력사

들의 인권 심사 비율

6.3/6.3.3/6.3.5/

6.4.3/6.6.6

인권/실사/공모회피/고용과 고용관계/가치사슬 내에서의 사

회적 책임 촉진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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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시수 (교육이수 직원 비율 포함)
6.3/6.3.5 인권/공모회피 28 ●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6.3/6.3.6/6.3.7/

6.3.10/6.4.3

인권/고충처리/차별과 취약그룹/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

리/고용과 고용관계
- ●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될 소지가 있다거나 위반된다고 판단된 업

무분야 및 주요공급자 그리고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6.3/6.3.3/

6.3.4/6.3.5/6.3.8/

6.3.10/6.4.3/6.4.5

인권/실사/인권위험상황/공모회피/시민권과 정치적 권리/근

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고용과 고용관계/사회적 대화
81 ●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중요공급자 그리고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 6.3/6.3.3/6.3.4/

6.3.5/6.3.7/6.3.10

인권/실사/인권위험상황/공모회피/차별과 취약그룹/근로에

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 ●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중요공급자 및 그리고 모든 형태의 강제 노

동 근절을 위한 조치

인권/공모회피/고용과 고용관계/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81 ●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6.3/6.3.5/

6.4.3/6.6.6

인권/고충처리/차별과 취약그룹/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고용과 고용관계 
28 ●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6.3/6.3.6/6.3.7/

6.3.8/6.6.7

인권/고충처리/차별과 취약그룹/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재산권 

존중
- N/A

HR10
인권 심리(審理) 그리고/또는 인권 영향 평

가를 받는 사업장의 비율 및 개수
실사/인권위험상황 - ●

HR11
공식적인 민원처리 방법에 의해 접수, 제기 

및 해결된 인권 관련 민원의 수
고충해결 - ●

사회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SO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프

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의 비율 

6.3.9/6.8/

6.8.5/6.8.7*/6.6.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지역사회 참여와 발전/고용창

출과 기능개발/부와 소득창출/재산권 존중
67 ●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

율

6.6/6.6.3 공정운영관행/반부패

29 ●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28 ●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 ●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6.6/6.6.4/6.8.3 공정운영관행/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지역사회 참여

14~15 ●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 ●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

6.6/6.6.5/

6.6.7
공정운영관행/공정경쟁/재산권존중 - ●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

금전적 제재 건수
6.6/6.6.7/6.8.7* 공정운영관행/재산권 존중/부와 소득창출 - ●

SO9
지역사회에 중대한 잠재영향을 가진 또는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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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10

사업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중대한 잠재

영향을 가진 또는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조치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

제품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6.3.9/6.6.6/

6.7/6.7.4/6.7.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소비자 이슈/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지속가능소비

74 ●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결과 유형별)

- ●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6.7/6.7.3/6.7.4/

6.7.5/6.7.6/6.7.9

소비자 이슈/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와 공

정 계약관행/소비자의 보건과 안전보호/지속가능소비/소비자 서

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교육과 인식 제고

73~75 ●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결과 유형별)
- ●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6.7/6.7.4/6.7.5/

6.7.6/6.7.8/6.7.9

소비자 이슈/소비자의 보건과 안전보호/지속가능소비/소비자 서

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교육과 

인식 제고

71 ●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

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6.7/6.7.3/

6.7.6/6.7.9

소비자 이슈/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와 공

정 계약관행/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교육과 인

식 제고

75 ●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

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

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6.7/6.7.7 소비자 이슈/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 N/A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6.7/6.7.6 소비자 이슈/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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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지표내용 page 충족여부

항공산업 부가지표 경영정보 공개(DMA)

간접경제영향 공공 서비스로서의 공항서비스 유지 보고에 대한 의견 추가 ●

에너지 에너지 소비감소 프로그램보고 및 결과요약 제시에 대한 의견 추가 ●

수자원 빗물관리 및 관개, 오염물질 최소화, 빗물저장 및 재사용 이니셔티브 보고에 대한 의견 추가 ●

생물다양성 야생 생태계 관리와 완충지역 관리의 조화를 위한 정책 및 절차 명시에 대한 의견 추가 ●

대기, 폐수, 폐기물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현지 교통수단의 대기배출 감소를 위한 책임 보고에 대한 의견 추가 ●

운송 육상교통 수단과 에너지효율성 향상 및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이니셔티브 명시에 대한 의견 ●

복합운송 중대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보고에 대한 의견 추가 ●

소음 소음표적, 측정 및 모니터링 체계, 보상 및 소음방지 운영프로그램 보고에 대한 의견 추가 ●

고용 현지인 채용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보고에 대한 의견 추가 ●

노사관계
임금, 복지혜택과 노동환경, 파업 발생위험 완화정책, 단체교섭권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보고에 대한 의견 

추가
●

직장 내안전보건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노출 모니터링 프로그램, 안전보건 위기방지 프로그램, 위험환경에서의 재해발생률 

통제에 필요한 허가 및 인증 보고에 대한 의견 추가
●

강제노동방지 인신매매 대응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보고에 대한 의견 추가 ●

보안관행 공항보안 관련 역할 및 책임(승객 개인정보 수집 및 보존, 탑승객 심사) 보고에 대한 의견 추가 ●

지역사회

공항개발과 관련된 지역사회와의 관계 보고에 대한 의견 추가(이해관계자 참여, 공항개발의 영향, 서비스 

축소 및 시설 폐쇄에 따른 영향, 이주/재정착의 법률사항)리스크 평가, 사업운영의 지역사회 영향 관리정책 

보고에 대한 의견 추가

●

항공산업 부가지표 

A01 연간 이용승객 수(국내/외 항공이용 승객, 출발/목적지 별, 환승/통과 여객으로 구분) ●

A02 연간 항공기 이동 횟수(주간 구분): 상업적 승객, 상업용 수하물, 일반항공, 국가항공기(state aviation flight) ●

A03 수하물 총 톤수 ●

A04 적용가능한 규제기준을 반영한 빗물의 수질 ●

A05 규제제도의 오염농도(μg/m3 또는 ppm)에 따른 대기질 수준 ●

A06 항공기와 포장도로의 제빙액/방빙액(m3 또는 미터 톤) ●

A07 소음 영향권 지역 거주민의 수와 비율(%) 변화 ●

A08
공항운영자 또는 이를 대표하는 정부 및 기타 독립체에 의해 자발적/비자발적, 물리적/경제적으로 변화를 

겪은 이주민의 수와 이들에게 제공된 보상
●

A09 연중 10,000회의 항공기 이동마다 발생하는 야생동물 충돌(Wildlife Strikes)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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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관련 규정 및 방침 보고 Page

인권

1. 우리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ㆍ임직원 교육

ㆍ인권보호교육, 윤리경영교육 실시 

ㆍ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우리는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ㆍ비정규직 처우 개선 

ㆍ차별예방 교육

노동

3.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한다.
ㆍ노동조합 및 노조원 가입 현황

ㆍ노동쟁의 발생 여부

4.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ㆍ근로기준법 및 국제노동기구(ILO) 준수, 단체협약준수 여부

5. 우리는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한다. ㆍ근로기준법 및 국제노동기구(ILO) 준수, 단체협약준수 여부

6. 우리는 고용 및 업무상 차별을 근절한다.

ㆍ장애인 고용률

ㆍ여성 고용률

ㆍ고졸 인력 채용 확대

ㆍ지방인재 채용기회 확대

환경

7.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ㆍ비재무부문 리스크 관리

ㆍ환경경영방침

8. 우리는 보다 많은 환경적 책임을 지는데 앞장선다.

ㆍ환경영향평가

ㆍ환경영향 저감

ㆍ환경질 관리

ㆍ환경성과 관리

ㆍ온실가스 저감

9. 우리는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확산을 지원한다.

ㆍ에너지 절약 활동 

ㆍ기후변화 방지 활동

ㆍ환경 투자 비용

반부패

10. 우리는 부당취득 및 뇌물등의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

해 노력한다.

ㆍ청렴계약제 도입 및 체결

ㆍ내부신고제도 운영 

ㆍ윤리경영 자체진단 강화

한국공항공사는 2007년 10월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준수실적은 본 지속가능경영보고

서를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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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기관’ 선정 기획재정부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본사, 김포ㆍ김해ㆍ제주공항) 

지식경제부

(기술표준협회)

2009 기관장 경영평가 ‘양호등급’ 획득 기획재정부

2009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기획 재정부

보안교육센터, 국제항공보안교육센터(ASTC) 

공식 인증
ICAO

ICAO 4회 연속 이사국 진출 ICAO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 

AAA등급 획득 

지식경제부

(산업정책연구원)

김포공항, ASQ 동일규모 1위 ACI

김포공항, ASQ 동일규모 1위 ACI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일반회원

해외건설협회 특별회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일반회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일반회원

한국항행학회 특별회원

공기업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일반회원

AIC(국제공항협회,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아태지역 이사회 임원

한국통합물류협회 일반회원

EAAA(동아시아공항연합, East Asian Airports Alliance) 일반회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직무 및 일반회원

한국건설관리학회 일반회원

한국항공경영학회 특별기관회원

한국공기업학회 일반회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일반회원

항행안전시설 개발자 상 Frost & Sulivan

신품질 CSR 대상 한국품질협회

김포공항, 세계 중규모 공항 ‘효율성 1위’ 세계항공교통학회(포르투갈)

2010 글로벌 리더상 대상 한국경제신문

2010 디지털 국토 엑스포 대상 국토해양부

아시아 최고기업 대상 국제비즈니스대상(IBA)

고객만족경영종합대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의 인재육성 리더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국정감사 피감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국회 국토해양위

2010 조직일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국토해양부

2010 로하스 경영대상 우수상-서비스, 금융, 유통부문 환경재단

2010 사회공헌기업대상-사회발전(다문화가정지원부문 대상) 한국경제신문, 열린경영연구원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인쇄 사외보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한국사보협회

2010 최우수기관 대상-최우수 청렴/윤리부문 한국감사협회

국제공항협회(ACI)의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동규모 공항 1 위(2년 연속)

‘2011년 국가품질경영대회’ 서비스인증부문 대통령상 ‘서비스혁신상’ 수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최고등급’ 달성(2011년 조사 면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기관’ 선정(3년 연속)

‘2011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시상식 기후변화대응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의 경영대상 4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고객만족경영대상부문, KMAC 주관)

한국서비스 경영인대상 수상(한국서비스경영학회 주관)

일하기 좋은 일터(GWP) 공공부문 본상 수상(3년 연속)

수상실적 및 협회, 단체가입 현황, 인증실적

 협회 및 단체가입 현황  인증실적

 대외기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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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현황

한국공항공사는 국제협약인 UN글로벌콤팩트, ILO 노동기준을 준수하며 경영상 필수적인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공사는 아래의 경

제, 사회, 환경과 관련된 각종 협약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고나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고용보험법 상법 전염병 예방법

고용정책기본법 소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소방법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지하수법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토양환경보전법

국가표준기본법 승강기안전관리법 특허법

국가회계법 시설의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국민연금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야생 동,식물 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남녀고용평등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 이용, 보급 촉진법 한국공항공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에너지기본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교통안전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모자보건법법인세법 자연환경보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부가가치세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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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설문지

한국공항공사는 20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및 제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보고서에 반영되며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64 한국공항공사 상생경영팀

전화 : 02_2660_2441

팩스 : 02_2660_2450

이메일 : sustainability@airport.co.kr

홈페이지 : www.airport.co.kr



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그룹에 속하십니까?

 회원사  고객   임직원   정부  지역주민 

 공급자   경쟁사  전문기관   기타(             )

2. 귀하는 본 보고서를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교육 활용의 목적으로

3. 다음 중 귀하의 주요 관심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KAC Overview - Sustainability Key Issues 10  Key Issues 01  Key Issues 02  Key Issues 03 

 Key Issues 04  Key Issues 05  Key Issues 06  Key Issues 07  Key Issues 08 

 Key Issues 09  Key Issues 10  Our Sustainability Performance

4. 본 보고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이있다면 어떤 부문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KAC Overview - Sustainability Key Issues 10  Key Issues 01  Key Issues 02  Key Issues 03 

 Key Issues 04  Key Issues 05  Key Issues 06  Key Issues 07  Key Issues 08 

 Key Issues 09  Key Issues 10  Our Sustainability Performance

5. 본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이해하기 쉽다  만족  보통  불만족

정보의 양  만족  보통  불만족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6.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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